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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 Pyroprocess Mock-up 시스템 평가 및 공학규모 실증시설 설계요건 확립

2. 연구내용 및 결과

∘ 세계 최초로 파이로 공정 실증을 위한 일괄공정 시험시설 설계를 완료함.

∘ 대형 아르곤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스템 설계와 대형 셀 기술 유지를 위한 셀

장치 설계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 기술을 개발 완료

∘ 능동형 중성자 계측기술 및 감마-중성자 통합 측정기술을 개발 완료.

∘ 사용후핵연료 rod-cut을 동시에 탈피복 할 수 있고, 헐에 남아있는 잔여 분말을 회수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일체형 장치 시제품 개발 완료.

∘ 공정물질 운반저장 특성을 검토할 수 있는 Logistics 분석 프로그램 개발로 파이로 공정물질

의 운반 및 저장 용량을 최적화하고 고방사성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수평 접속형 핫셀 운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설계 완료.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현황과 원자로

조사조건 등을 반영함으로써 시스템 분석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Pyroprocess 시설을 위한 제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가장

큰 현안인 사용후핵연료를 효과적으로 감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 사용을 위한 한⋅미간 JD 획득과 2014년에 예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핵연료주기시스템, 안전조치, 양팔 서보조작기, 핫셀 운반,핵투명성
영 어

Nuclear fuel cycle system, Safeguards, 
dual arm servo-manipulator, Hot cell transportation, 
Nuclear transparency



요 약 문

Ⅰ. 제목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공학규모의 Pyroprocess 종합공정 실증시설 구축”이라는 원자력진흥종합계
획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하여 2011년까지 Pyroprocess Mock-up 시스템을 구
축하는데 필요한 설계요건을 확립함.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자력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처리 공정을 개발
하여야 하며 공정을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의 확보밀하헬
수적임. 국내 핵연료주기기술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하여 상당히 열세이
나, Pyroprocess 분야에 있어서는 일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음(전해환원 
등).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Pyroprocess

전체 공정을 실증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의 확보가 시급함.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분한다면 2100년까지 약 72 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가주도하에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대폭 감용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처분장 이용
률과 우라늄자원 활용률을 극대화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함. 또한 누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함.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기술인 Pyroprocess 기술의 실증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현안인 사용후핵연료를 효과적으로 감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최적 핵연료주기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후행핵연료주기에 대한 
국가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핵투명성 관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2014년에 
예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안)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는 Pyroprocess 실증을 위한 Mock-up 시설을 설계⋅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원격운전 및 보수, 안전조치 시스템, 고방사성물질 
운반시스템 등의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함. 즉, 제 1단계
에서는  Pyroprocess Mock-up 시설을 구축하고, 제 2단계에서는 구축된 
Mock-up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여 공학규모 Pyroprocess 실증시설의 설계
요건을 확립함. 이를 위한 세부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Pyroprocess 실증용 Mock-up 시설 설계, 건설, 인허가, 시운전 및 
성능평가

- Pyroprocess 단위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및 Pyroprocess 핵특성 분석 
기술 개발, 안전조치 시스템 설계

- Pyroprocess의 실증을 위한 원격운전/유지보수 기술 및 취급 장비 개발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공정장치 개발 및 성능평가
-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운반시스템 확립 및 임시저장 시스템 

예비안전성 평가
- Mock-up 시스템 성능평가를 통한 공학규모의 실증시설 설계요건 개발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통한 최적 핵연료주기 도출
-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 실용화를 위한 핵투명성 증진방안 도출 및 

이행 등

Ⅳ. 연구개발결과
  본 과제의 세부연구내용별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계 최초로 파이로 공정 실증을 위한 일괄공정 시험시설 설계를 완료함.

- 또한 대형 아르곤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대형 셀 기술 유지를 위한 셀 장치 설계 및 유지보수 방안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함.

- 능도형 중성자 계측기술 및 감마-중성자 통합 측정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대용량 파이로 시설의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립하였음.



- 사용후핵연료 rod-cut을 동시에 탈피복 할 수 있고, 헐에 남아있는 잔여 
분말을 회수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일체형 장치 시제품을 개발하여 이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함.

-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국산화를 통하여 대외 기술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체의 과제 참여를 통하여 향후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였음.

- 공정물질 운반저장 특성을 검토할 수 있는 Logistics 분석 프로그램 
개발로 파이로 공정물질의 운반 및 저장 용량을 최적화하고 
고방사성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수평 접속형 핫셀 운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설계 완료함. 또한, 단열/완충 특성 시험장치의 자체 개발을 
통하여 핫셀 운반 용기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생산하였고,

설계 승인을 위한 시험 및 해석검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핫셀 운반 
저장 시스템의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기술을 확보함.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현황과 원자로 조사조건 등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성있는 시스템 분석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이와 
더불어 경제성 및 핵확산 저항성 평가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아직 미진한 시스템 분석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2011년까지 Pyroprocess 시설을 위한 제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

발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가장 큰 현안인 사용후핵연료를 효과적으로 감용
하고 재활용할 수 있음. 또한, Pyroprocess Mock-up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사용을 위한 한⋅미간 JD 획득과 2014년에 예정
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



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Nuclear Fuel Cycle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

Establishing design requirements for constructing mock-up system of

pyroprocess by 2011 to realize long-term goal of nuclear energy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which is "Construction of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integrated process demonstration facility".

2.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process for spent fuel and establishment

of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to demonstrate the process are

required to develop nuclear energy continuously.

Th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of the ROK is inferior to the U.S and

Russia, but Some parts of the technology in pyroprocess field are

superior to other countries(Electroreduction process, etc. Therefore,

continuous R&D on that is needed, and especially, establishing the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to demonstrate the whole processes of

pyroprocess is an urgent priority.

If spent fuels are disposed directl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st 72

trillion by 2100 and the size of the world market will run into

astronomical level.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uclear fuel cycle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by nation will contribute to maximize

utilization of a nuclear waste dump cite and uranium resources, and to

reduce a national budget by reducing the volume of spent fuels or

recycling them. It also contributes to develop nuclear energy

continuously by solving the problem of spent fuels which are

accumulated annually.

The demonstration of pyroprocess technology which is proliferation



resistanc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can reduce spect fuel and recycle

effectively. Through this, people's trust and support on nuclear power

would be obtained. Deriving the optimum nuclear fuel cycle alternative

would contribute to establish a policy on back-end nuclear fuel cycle in

the future, and developing the nuclear transparency-related technology

would contribute to establish amendments of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scheduled in 2014.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project, Mock-up facility for demonstrating Pyroprocess will be

designed and constructed. Nuclear fuel cycle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such as remgie operation, maintenance, safeguards system, and

high radioactive materate transportation system which are igh ra for the

operation will be developed. Pyroprocess Mck-up facility will be

constructed in the 1st phase. The performance test of the constructed

Mock-up system will be carechd out, and the design requirements of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demonstration facility will be established in

the 2nd phase. The detailed contents of research for these are as follows;

- Design of Mock-up facility for demonstratinf pyroprocess, Construction,

Approval, Trial run, Performance test

- Development of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technology for unit

processes of pyroprocess and nuclear characteristics analysis

technology, Design of safeguards system

- Remote opreation of demonstrating pyroprocess / Development of

maintenance technology and equipments

- Development of high-throughput decladding / voloxidation process

equipment and its performance test

- Establishment of transportation system for high radioactive material of

pyroprocess into hot cell and Evaluation of pre-safety for interim

storage system

- Development of design requirements of engineering scale

demonstration facility by evaluation the performance of Mock-up

system



- Deriving the optimum nuclear fuel cycle by analyzing nuclear fuel

cycle system

- Deriving and implementation of a method to improve nuclear

transparency for commercialization proliferation resistance nuclear fuel

cycle

IV. Results R&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The world's first design of batch process test facility for demonstrating

pyroprocess has been completed.

- A design of the system for maintaining large argon inactive

atmosphere has also been completed, and original technology has been

obtained by developing the technologies of cell equipments and

maintenance method for maintaining a large cell technology.

- A base technology for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of mass storage

pyroprocess facility by developing active neutron counting technology

and gamma-neutron integrated measurement technology.

- An inventive all-in-one device prototype which can declad rod-cut of

spent fuel simultaneously and recover residual powder which is left in

hull has been developed, and the original technology has been

obtained in this field.

- High level of dependence of foreign technology has been reduced by

localizing ceiling movement dual arm servo manipulator, and a

foundation of commercializ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participating

projects of industries.

- A horizontal connection-type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which can

maximize the transportation of pyroprocess material and storage

capacity and transport high radioactive material has been designed by

developing logistics analysis program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rocess material transportation and storage. Also, the core data which

is needed to evaluate the safety of hat cell transportation container has

been developed by developing insulation/shock absorbing characteristic

testing device. A safety evaluation technology for hot cell

transportation and storage system has been obtained by establishing a



test for design approval and interpretation verification system.

- A foundation for system analysis research which has validity and

practicality has been established by constructing database for analyzing

nuclear fuel cycle system and by reflecting the present condition of

spent fuel in the nation and reactor irradiation condition. On top of

that, the level of system analysis has been improved by developing a

model evaluating the economic efficiency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V. Applications of R&D Results
Spent fue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ending problem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would be reduced and recycled by developing the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랟 pyroprocess facility by 2010. Also,

construction of mock-up facility of pyroprocess and its operation would

contribute to obtain JD for the use of spent fuel between the ROK-US

and to amend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scheduled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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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공학규모의 Pyroprocess 종합공정 실증시설 구축”이라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장

기목표 실현을 위하여 본 과제는 2011년까지 Pyroprocess Mock-up 시스템을 구축하여

Pyroprocess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공학규모의 실증시설 설계요건을 확립함.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지난 2008년 12월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평화적으로 재활

용하기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장기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의 여러 기술 중 핵확산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이로 건식처리

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

야 할 문제임. 그 관리에 대한 최종 정책방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연구개발은 꾸준히 추진되어 파이로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일

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음.

 파이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파이로 전체의 공정을 실증할 수 있는 시스

템 엔지니어링 기술의 확보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

어져야 함. 특히, 실증규모 시설을 이용한 공정의 실증, 안전조치기술의 개발 등은

파이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선결요건임.

 이에 따라 불용 원자력 시설인 우라늄 변환시설의 환경복구 후 부지와 건물을 재

활용하여 공학규모(연 10톤)의 파이로 일관공정을 시험하기 위한 PRID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PRIDE는 파이로 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공학규모의 파이로 일관공정을 확보하

고, 모의연료를 이용한 inactive 시험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

한 active 실증시설인 ESPF 구축 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확보

및 향후 KAPF(종합파이로건식처리시설)까지의 용량증대를 위한 관련 기술과

know -how 습득을 위해 필수적인 모의시험(Mock-up) 시설임.

 PRIDE는 세계 최초의 공학규모(10톤/년) 일관공정 cold 시험시설로서 준 상용규



모(100톤/년)인 KAPF의 개발을 위해 scale-up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서는 실험실 규모(2톤/년)인 ACPF와의 중간 단계인 공학규모(10톤/년) 시설의

구축 및 시험이 필수적이며, PRIDE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획득한 hot-cell 설계,

장치설계/조업, 원격조작, 안전조치 시스템, 운반저장 기술 등은 향후 실증시설 구

축 시에 바로 활용이 가능함.

나. 경제.산업적 측면

 2100년까지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10만톤을 직접 처분할 경우, 약 158 조원의 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처분장의 부지확보 등 기타 사회 간접비용까

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하여 소요될 것임.

반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대폭 감용하여 처분하거나 혹은 이를 재활용할 경우

에 처분장 이용률은 물론, 우라늄자원의 활용률을 극대화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2008년 12월 22일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

기계획의 파이로 기술개발 관련 주요 일정은 2011년까지 공학규모 모의실험 시설

(PRIDE) 구축, 2016년까지 공학규모 실증시설(ESPF) 완료임.

 PRIDE 시설은 공학규모 실증시설인 ESPF와 동일한 규모의 inactive 시험시설로

서, 수천억이 소요되는 ESPF의 건설에 앞서 필수 설계자료 생산 및 설계 최적화

를 위한 필수 시설임.

 PRIDE 시설에 설치되는 공정장치, 부속장비, 부대설비의 평가 및 시험을 통하여

ESPF 인허가 획득에 필수적인 기능 및 요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를 바

탕으로 ESPF 인허가 타당성 검증이 가능함.

 PRIDE 시설 성능 평가 및 운영을 통하여, 공학규모 파이로 공정 실증시설의 인

허가에 필수적인 기본 자료를 생산 및 평가할 수 있음. 특히 대형 불활성분위기

순환, 제어, 냉각 시스템의 성능자료 및 이상 운전 시 아르곤 비상배출시스템의

성능자료 평가를 통하여 ESPF 인허가에 필수적인 주변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객

관적인 검증자료로 활용 가능함.

 본과제의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ESPF/KAPF 시설에 적용할 공정장치 설계, 포장

용기 개념, 운반과 저장시스템, 원격 및 안전조치 관련 시스템을 위한 설계 자료

를 생산함으로써 파이로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Active

시설의 약 10%의 비용으로 inactive 시설을 구축, 활용하여 설계변경 및 최적화를

위한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사업진행 절차 확보가 가능함.



다. 사회.문화적 측면

 파이로 기술의 실증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함으

로써, 원자력발전의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를 해결

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함.

 또한,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원자력정책의

수립을 가능케 하고, 국가 핵비확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활동을 통하여 원자

력 이용확대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내외 원자력활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기술 조기 확보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개정(2014년)에 유리

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음.

 핵확산저항성 파이로 기술의 실증을 통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향상시키며, 국제공동연구의 Test-bed 로써 파이로 기술을 PRIDE 시스템을 통해

실증함으로써, 원자력 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원자력 기술 자립

공감대를 형성함.

제 2 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1. 차세대핵주기공정 실증시설 설계 기술개발

가. PRIDE 시설 개념설계 및 설계요건 개발

- PRIDE 시설 후보부지 입지 평가 및 배치개념 개발

- PRIDE 시설 구조물 설계요건 및 개조 개념 평가

- PRIDE 시설 부대설비 구성 개념 및 설계요건

- PRIDE 시설 안전성 요건

나. PRIDE 시설 기본 및 상세설계

- PRIDE 시설 건축 및 구조물 설계

- PRIDE 셀장치 및 아르곤 시스템 설계

- 유틸리티 공급 설비 및 화재 방호 설비

- 출입관리 및 방사선 안전관리 설비

다. 안전성 평가 및 인허가

- 구조 안전성 평가

- 방사선 안전성 평가 및 인허가

라. PRIDE 시설 구축

- PRIDE 시설 공사 발주 및 건축공사

- 셀 구조물 및 셀장치 제작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차년도 2007

P y r o p r o c e s s

Mock-up 시설 설계

요건 확정

o Pyroprocess Mock-up 시설 개념설계

- 공정개념 및 규모 평가

- Mock-up 시설 규모와 범위 평가

- Mock-up 시설 입지평가

o Pyroprocess Mock-up 시설 설계요건 확정

- 공정 설계요건 평가

- 시설 예비요건 평가

- Mock-up 시설 설계요건 확정

o Pyroprocess Mock-up 시설 구조물 및 부대설비

설계요건 결정

- ACPF 부대설비 운영을 통한 설계요건 도출

- Mock-up 시설 구조물 설계요건 결정

- Mock-up 시설 부대설비 설계요건 결정

2차년도 2008

P y r o p r o c e s s

Mock-up 시설 기

본 및 상세설계

o Pyroprocess Mock-up 시설 기본 및 상세설계

- Pyro Mock-up 시설 기본설계

- Pyro Mock-up 시설 상세설계

- Pyro Mock-up 시설 설계 품질보증

o Pyroprocess Mock-up 시설 안전성 평가 및

인허가

- Pyro Mock-up 시설 방사선 안전성 평가

- Pyro Mock-up 시설 구조물 안전성 평가

- Pyro Mock-up 시설 인허가

o Pyroprocess Mock-up 시설 설계용역 및 건설 발주

- Pyro Mock-up 시설 설계용역 발주

- Pyro Mock-up 시설 건설 발주

3차년도 2009
Pyroprocess

Mock-up 시설 구축

o Pyroprocess 단위공정 장치 설치요건 분석

- 단위공정장치 특성 분석

- 단위공정장치 설치요건 분석

o Pyroprocess Mock-up 시설 구축

- Mock-up 시설 구조물 설치

- Mock-up 시설 기계장치 및 부대설비 제작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o Pyroprocess Mock-up 시설 사용전 검사

- 방사선 안전분야

- 기계, 구조 및 부대설비 분야

- 아르곤 시스템 및 환기설비 장치 제작

- 유틸리티 설비 제작 및 전기설비제작 설치



2. 핵물질 계량 안전조치 기술개발

가. Pyroprocess 단위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확립

- ACPF 핵물질 계량 및 감시 장비의 성능 시험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CPF 안전조치 기술 검증

- 전해환원 공정 안전조치 기술체계 확립

- 전해정련 공정 핵물질 계량방안 분석

- 전해정련 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을 이용한 핵물질 계량장비 성능시험 및 검증

나.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기술 검증

- Pyroprocess 핵물질 분석용 표준선원 설계 및 성능 시험

- 감마/중성자 통합 분석시스템 설계 및 개발

- 감마/중성자 통합 분석 기술 검증

- Hold-up 영상인식 시스템 개발

다.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성 분석 및 예비 평가

-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 요건 분석

-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성 분석

-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성 예비 평가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차년도 2007

Pyroprocess

공정 핵물질 계량관

리 기술 개발

◦Pyroprocess 단위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개발

- ACPF 핵물질 계량 및 감시장비의 성능시험

ㆍCf-252선원(C7-427, 2.8×10
6

nps)을 이용한

ASNC의 성능시험

ㆍSFS(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를 이용한 ASNC의

성능 시험

ㆍACPF 격납 및 감시 장비의 성능시험 및 IAEA

검증

- 전해정련 공정의 계량방안 분석

ㆍ우라늄 Cathode 석출물 측정방안 분석

ㆍ정련잔여물(U+TRU+RE) 측정방안 분석

ㆍ능동형 중성자 측정장치 설계 및 모듈 제작

ㆍPyro 핵물질 흐름분석 및 통합 계량관리 방안 수립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

◦Pyro 핵물질 핵특성 분석방안 설정

- Pyro 핵물질 분석용 표준 선원 설계

- 감마/중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

ㆍ감마/중성자 통합분석 방안 설정

ㆍSF 전용감시 및 핵특성 분석장치 개념 설계

Pyroprocess

안전조치 요건 분석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 요건 분석

- 안전조치 시스템의 요소별 특성 및 안전조치 타

당성 분석

- JD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2차년도 2008

Pyroprocess 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기

술 검증

◦Pyroprocess 단위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검

증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CPF 안전조치 기술 검

증

- 전해정련 공정의 계량장치 개발

ㆍ능동형 중성자 측정 장치 모듈 성능시험

ㆍ우라늄 석출물 및 정련잔여물(U+TRU+ RE) 측

정 기술개발

ㆍPyro 핵물질 통합계량관리 코드의 기본 개념 수립

Pyroprocess 핵특성

분석기술 개발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분석 기술 개발

- Pyro 핵물질 분석용 표준선원 성능 시험

- 감마/중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개발

ㆍ감마/중성자 통합분석 알고리즘 개발

ㆍSF 전용감시 및 핵특성 통합 분석기술 개발

Pyroprocess 안전조

치성 분석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성 분석

- 핵물질 계량장비 측정오차 분석

- 안전조치 시스템 모사 및 분석

1) 여기서 batch capacity는 공기산화공정등가질량(voloxidation process equivalent mass : VEM)으로로 표현

하였다. a 라는 공정장치의 VEM이 x 라고 하는 것은 a 라는 공정장치의 정확한 HM 처리량은 모르지만, 

voloxidation 공정이 x 양만큼 처리한 heavy metal(HM)이 시간이 흘러 현재 a 라는 공정장치에서 그 일부가 

입력물질로 들어와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물질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로 핵종

들이 분기되고 a 라는 공정장치에 최종 도달하는 HM의 총량은 x 보다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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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2009

Pyroprocess 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기

술 확립

◦Pyroprocess 단위공정 핵물질 계량 관리 기술 확

립 및 JD 획득에 필요한 핵물질 계량 오차 저감

연구

-전해환원 공정 안전조치 기술체계 확립

-전해정련 공정의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을 이용한 핵물질 계량장

비의 성능시험 및 검증

-LIBS 기술 및 중성자 공명영역 흡수율 측정기술

(SINRD)의 적용성 분석

Pyroprocess 핵특성

분석기술 검증

◦Pyro 핵물질 핵특성 분석 기술 검증

-Hold-up 영상인식 시스템 개발

-화학분석값을 기준한 감마/중성자 통합 분석기술

검증

-PC/FRAM을 사용한 Pu 및 U 측정 가능성 분석

Pyroprocess 안전조

치성 예비 평가

◦Pyro 시설의 안전조치성 예비 평가

-파이로 단위공정별 핵물질 측정방안 분석

-파이로시설의 안전조치 개념설계 및 안전조치성

예비 평가

-파이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성 분석 전산코드 개발

-한-IAEA간 파이로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기준 마

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ACPF의 안전조치 이행 및 PRIDE의 설계정보

서 작성

3.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

가.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핵심기술 개발

-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개발

-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제작

나.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 Pyroprocess 원격 취급용 양팔조작기 설계

- Pyroprocess 원격 취급용 양팔조작기 제작

-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시제품 제작

다.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 분석기술 개발

- Pyroprocess 시뮬레이터 시스템 설계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기반 구축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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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007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개발

o High-throughput 분말화 공정(50kgHM/day) 핵심
장치 개발

-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high-throughput장치
메커니즘 고안

- High-throughput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설계
및 제작

Pyroprocess 원격

취급용 양팔조작기

설계

o Pyroprocess 원격 취급공정 분석 및 양팔조작기
핵심부 제작

-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
안 분석

-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조작기 3차원 설계 및 핵
심부 제작/시험

Pyroprocess

시뮬레이터 시스템

설계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요소기술 개발
- Pyroprocess 시뮬레이터 설계
- Pyroprocess 시설 개념설정을 위한 분석

2차년도 2008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o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성능평가 및 고효율 장치
설계

- Hull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메커니즘 개발 및
성능평가

-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성능 평가 및 탈피
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Pyroprocess 원격

취급용 양팔조작기

제작

o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제작 및
제어 시스템 설계

-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조작기 설계 개선 및 제
작/시험

- 양팔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설계

Pyroprocess

분석/가시화 기반

구축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기반 구축
- Pyroprocess의 시뮬레이터 연계기술 개발
- Pyroprocess 핵물질 흐름분석 모듈 개발

3차년도 2009

고효율 탈피복/분
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제작

o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시제품 개
발

-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제작
-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 통합 시험

Pyroprocess 운전/

유지보수용 서보조

작기 시스템 시제

품 제작

o Pyroprocess 운전/유지 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
템 시제품 개발

- 양팔 서보조작기 천정이동장치 설계/제작
-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통합 제어시스템

제작 및 운전 시험

Pyroprocess 분석/

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 분석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개발
- Pyroprocess 전산모사결과의 가시화 기술 개발
- Pyroprocess 핵물질 흐름 분석



4.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기술

가.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및 방사능 특성분석

-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을 위한 logistics 분석

나.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 및 안전성평가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기준 검토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의 개폐, 밀봉, 재질 특성 등 설계 방안분석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용기 개념 및 안전성 평가

- 핫셀 운반시스템 모델제작 및 안전성시험 평가

다.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저장 방안분석 및 저장방식 선정

-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 설계기준 검토

-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방안 분석

-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시설 비교평가 및 선정

5.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기술

가.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구축 및 최적화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설계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구축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최적화

나. 핵연료주기 시스템 예비 분석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 핵연료주기 분석모델 개발

- 핵연료주기 시스템 예비분석

다. 핵투명성 증진방안 도출 및 이행

- 국가 핵투명성 진단

- 핵투명성 증진방안 도출

- 핵투명성 증진방안 이행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차년도 2007

고방사성물질운반저

장 특성평가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분석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및 방사능 특성 자료

분석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자

료분석

핫셀 운반시스템 설

계 방안도출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기준

검토 및 방안분석

-핫셀 운반용기 기술기준 검토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방안분석

-핫셀 운반시스템 개폐방식 및 밀봉 방안분석

Pyroprocess 공정물

질의 임시저장 설계

기준 검토

◦Pyroprocess 공정물질(핵물질 및 고방사성물

질)의 임시저장 설계기준 검토

-공정물질 저장시설 인허가요건 검토

-공정물질 저장시설 설계기준 검토

2차년도 2008

고방사성물질 운반

저장 logistics

최적화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logistics 분석

-사용후핵연료와 고방사성물질 운반용량 평가

및 증대방안 분석 (ACPF 운반용량 2배 증대)

-Pyroprocess 공정물질 저장용량 평가 및

logistics 최적화

핫셀 운반시스템 개

념정립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운반시스템 개념평가

-핫셀 운반용기 및 접속시스템의 개념도 작성

-핫셀 운반시스템 누설시험 및 격납평가 개념

수립

Pyroprocess 공정물

질의 임시저장방안

도출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방안 분석

-공정물질 밀봉포장 및 저장방식별 핵물질

적용방안 분석

-공정물질 임시저장 캐니스터 사고조건 시나

리오 분석

3차년도 2009

핫셀 운반용기 안전

성평가 완료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운반용기 안전성 평가

-핫셀 운반용기 차폐, 임계 및 격납 안전성

평가 (사고 후 1 m 선량 10 mSv/h, 누설량

A2/week이하)

-수평형 핫셀 운반용기 구조 및 열안전성평가

(납차폐체 300 ℃, 밀봉재 온도 200 ℃이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핫셀 접속시스템 설

계완료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접속시스템 설계

-핫셀 수평 접속시스템 설계 및 구조안전성

평가

-핫셀 접속시스템 누설시험장치 계통구성 및

설계

Pyroprocess 공정물

질의 임시저장 방식

선정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시설 방식별

비교평가 및 저장방식 선정

-공정물질 임시 저장시설 방식별 비교평가

-공정물질 임시저장시스템 선정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차년도 2007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설계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설계

- SF 특성자료/핵주기 공정 /환경영향 DB 설계

- 핵연료주기 단위공정 및 단위시설 비용 DB

설계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 경제성/환경영향/핵확산저항성 평가지표

국가 핵투명성 진단

◦국가 핵투명성 진단

- 핵비확산 국가시스템 진단 및 문제점 도출

- 핵비확산관련 국가이미지 진단

2차년도 2008

핵연료주기 분석 관

련 DB 구축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구축

- SF 특성자료 DB/핵주기 공정 DB/환경영향

자료 DB

- 핵연료주기 단위공정 및 단위시설 비용 DB

핵연료주기 분석 모

델 개발

◦핵연료주기 분석모델 개발

-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분석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 핵연료주기 평가모델 개발

(경제성/환경영향/핵확산저항성 등)

- 단위비용 생산을 위한 핵심시설 예비 개념 설계

핵투명성 증진방안

도출

◦핵투명성 증진방안 도출

- 핵투명성 증진방안 분석 및 도출

- 핵비확산 국제/국내 수용성 증진방안 도출

3차년도 2009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최적

화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최적화

- SF 특성자료 DB/핵주기 공정 DB/환경영향

자료 DB

- 핵연료주기 단위공정 및 단위시설 비용 DB

핵연료주기 시스템

예비분석

◦핵연료주기 시스템 예비분석

-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특성 분석

- 핵연료주기 핵심시설별 비용평가

- 핵연료주기 시스템 예비분석

(경제성/환경영향/핵확산저항성 등)

핵투명성 증진방안

이행

◦핵투명성 증진방안 이행

- 핵비확산 사회수용성 증진을 위한 국제/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가. 차세대핵주기공정 실증시설 설계 기술개발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후행핵연료주기 연구로서 원자력연구개발과제로 장

수명핵종 소멸처리기술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파이로공정에 대한 기초연구에 착수하였

으며, 1997년에 착수한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 1단계(1997년～2000년) 연구개발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식처리공정으로는 파이로공정의 일부인 금

속전환공정 개발을 수행하고 습식처리공정으로는 군분리공정 개발을 수행하였다.

2단계(2001년～2003년)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 사업 초기인 2001년 7월에 발표된 2

차 원자력종합진흥계획에 따라 국내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로서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

고 핵비확산성 측면에서 유리한 파이로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해환원공정을 중심으로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공정의 실증을 위

하여 실험실규모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종합공정 실증시설(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demonstration Facility)을 구축하여 천연우라늄을 사용한

Inactive 시험을 수행하고,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Active 시험에 대비하여 시설

보완작업 등 준비 중에 있다.

파이로공정 중 전해환원공정의 후속공정인 전해정련공정, 전해제련공정, 염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실험실 Glove box에서 실험실 규모로 단위공정별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왔으며, 2007년부터 파이로공정 단위공정들을 조합한 전체공정을

연계한 공정시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255차(2008년 12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된 “미래 원자력시스템개발 장기 추진

계획”에서 2016년까지 공학규모 파이로공정 실증시설인 ESPF(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의 구축을 목표하는 연구개발 일정이 제시되었으며, 단기적으로

ESPF 건설에 필요한 필수적인 설계자료들을 도출하고, 개발되는 파이로공정의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까지 동일 규모의 Mock-up 시설인 PRIDE(PyRoprocess

Integrated DEmonstration facility) 시설을 구축하기로 하여 관련연구를 수행하여

PRIDE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파이로공정 개발 일정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확보된 핫셀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로 조사재

료 물질을 시험할 수 있는 조사후시험시설(PIEF) 및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두 시설

이 있으며, 동위원소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동위원소생산시설(RIPF) 있다. 조사후시험



시설의 경우 불란서 차관 및 기술로 건조되었으나, 조사재시험시설과 동위원소생산시

설의 경우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건조되었다. 그러나 이 시설의 핫셀 대부분이 β-γ 

type 핫셀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단지 조사재시험시설의 M6 핫셀만 α-γ type 핫셀로

설치되어 현재 DUPIC 공정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초부터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종합공정 실증시설(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demonstration Facility)의 개발을 시작하여

약 5년간에 걸친 설계 및 건설기간을 통해 ACPF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으며, 종합적

인 성능검사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의 최종 시설검사를 받은 뒤 2005년 11

월 4일 시설운영 허가를 정부로부터 획득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는 실제 고방사성

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기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재확인하기 위해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미조사 핵연료를 사용한 Inactive 시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공정기기들의 성능 및

시설 설비들의 성능을 시험하였으며, 그러나 ACPF 핫셀 시설이 Air 분위기 핫셀로 구

축됨에 따라 현재는 Active 시험에 대비하여 일부 핫셀 공간의 Ar 분위기 유지를 위한

시설 개조 등의 보완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나. 핵물질 계량 안전조치 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OREOX 공정과 유사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분말화 처리 공정

인 DUPIC 공정의 핵연료에 대한 핵물질 계량관리 및 안전조치에 적합한 중성자 측정

장치 개발에 대한 필요성 대두로 KAERI와 LANL의 공동연구로 DSNC (DUPIC

Safeguards Neutron Counter)라는 비파괴 중성자 동시측정 장치를 1999년에 개발 완료

하고 IAEA로부터 공인을 받아 2000년 초반부터 DFDF(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시설의 핵사찰 시 핵물질 계량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3차 중장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파이로 공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설

(ACP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Demonstration Facility)의 실험실

규모의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및 전해환원 금속전환체의 핵물질계량을 위한 비파괴

중성자 동시측정 장치인 ASNC (ACP Safeguards Neutron Counter)를 독자적으로 개

발하여 고방사선 핫셀 내에서 원격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험이 있다.

DSNC 개발과 함께 DFDF에 대한 격납 감시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Gate 중성자 모니터 및 감시카메라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외부기

관과 VPN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설치한 경험이 있다. 모든 데이터는

IAEA가 설치한 캐비넷에 모니터링 장비와 공유되었으며, 수시로 IAEA에서 관리하였

지만, 2008년부터 시설 가동의 비활성화로 인해 IAEA 캐비넷을 철수한 상태이다.

Hold-up에 대한 연구는 2002년에 기술현황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이후 2005년 사용후

핵연료를 취급하는 핫셀을 대상으로 중성자 측정용 실험장치가 제작되어 기본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실제 핫셀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전해정련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기술은 세계적으로 개발된 사례가 없으며, 일부 유



사한 측정기술 연구결과만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해정련 공정 물질을 계량할 수 있

는 장치가 새로이 개발되어야 하며, 국제협력이 용이치 않는 경우에는 자체개발을 해

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9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연소도 측정 목적으로 감마선 측

정방식의 장치를 개발하여 조사후시험시설(PIEF) 수조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장치

는 최대 1,000,000 Ci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핵연료 봉에 대

한 연소도 측정 시 약 5%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다. 이 장치를 Pyro 시설에 그대로 활

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일부 장치의 구성을 Pyro 시설에 맞게 배열하고, 연소도 측

정뿐만 아니라 잔류농축도, Pu/U비 등의 핵특성 분석방법을 추가하여 활용하면 새로

개발될 장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

다단식 메쉬와 vibrator를 도입한 20 kgU/batch 규모의 분말화 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KAERI의 DUPIC에서는 산화/환원공정의 핫셀 성능평가를 통해 핵분열생성물의

방출거동 및 방출율 등의 기초 설계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I-NERI 국제공동연구과제를

통하여 INL의 HFEF(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시설의 핫셀에서 KAERI와 INL

이 공동개발한 배기체 처리장치의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국외기술 현황은 실제 수 kg의 펠릿(1～5 kg HM)의 실험실규모[2-3-1]이지만 본 과

제는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의 메시형 반응기의 크기를 예측하는 이론식

을 도출하였고, 산화/회수율이 높은 핵심 메카니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rod-cuts(헐

+pellets)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핫셀(hot-cell)환경에서 원격운전 및 유

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식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50 kgHM/batch)를 개발하였

다. 이 결과는 수백 kgHM/batch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scale-up 기술에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적용하지 못하여 안전에 대한 신뢰

성을 필요로 한다.

한국차폐(주)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전을 받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던 기계

식 MSM(Master Slave Manipulator)을 국산화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구축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실증시설에 설치하여 공정장치들에 대한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사용

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 병원내의 동위원소 취급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PRIDE 시설 아르곤 셀에 적용할 수 있는 대형 기밀형 MSM은 생산하지 않으며, 또한

천정이동장치에 부착되어 이동되는 서보조작기와 관련한 기술개발은 국내에서 수행되

지 않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핫셀 내의 운반 및 유지보수를 위한 텔리스코프형 힘반영 소형

고하중 조작기(텔리스코프 취급하중 200 kg, 조작기 취급하중 15 kg, 및 힘반영 민감도

0.47 kg)를 개발하여 ACP 시설에 설치하고, Inactive ACP campaign을 통해 공정장치



들의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기존 산

업용/연구용 조작기와 비교하여 취급하중/자체 중량비가 20 운전이상 향상된 것으로서,

유지보수성, 부품의 내방사성 및 작업자의 힘반영 기능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ACPF의 디지털 목업을 구축하여, 원격취급장비의 작업영역

을 이용한 공정장치의 배치 및 취급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핵물질 원격 취급/운반 및

유지보수의 개념 정립을 위한 각 단위 공정에서 원격 운전/유지보수의 타당성을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전체 공정의 흐름을 가시화

하여 공정에 대한 이해 및 향상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라.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기술

국내에서는 1980~1990년대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PWR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를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도 하에 PWR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 핫

셀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운반시스템은 개발된 바가 없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시험에 대해 2003년부터 산업자원부 기

술표준원으로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시험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2004년에 원자력안전마크를 획득하였다.

현재까지 중장기연구에서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 공정을 위해 공정물질을

운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국내에 도입된 Padirac cask는 중성자 차폐를 보완이

필요하며 ACPF와 및 공학규모 실증을 위해서는 핫셀 운반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정물질 임시저장시스템 기술과 관련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는 월성 원

전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이 있으며, 한수원에서는

2001년도부터 조밀 건식저장 시스템인 MACSTOR/ KN-400 모듈을 AECL과 공동으

로 개발하고 있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시스템 기술개발은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소 공동으

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 단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콘크리트 및 금속 저장용기

와 수평모듈 저장방식에 대하여 기본설계, 안전성해석 및 시험 등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중장기연구에서는 폐용융염 및 금속전환체의 임시저장과 관련하여 원자력

연구소의 폐기물 저장고인 monolith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바 있으며, 연구소

의 폐기물 저장시설은 핵물질 저장시설로 인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파이로공정폐기

물 임시저장을 대비한 핵물질 저장시설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기술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자로시스템 및 관련 핵연료주기기술의 개발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이들 기술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한 핵연료주기 최적

화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다만, 2004년부터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

업의 일환으로 수행해 왔던 사용후핵연료 이용⋅개발과제에서 파이로기술의 타당성분

석을 위하여 다양한 핵연료주기의 물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FAST (Nuclear Fuel

Cycle Analysis and Simulation Tool) 코드를 개발하는 등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위한 기초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FAST 코드는 크게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되는 데,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량을 예측

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발전 예측모듈인 FORECAST와 핵연료주기 물질흐름 분석모

듈인 FAST이다. FORECAST 모듈은 과거의 전력수요량과 미래의 수렴 원자력발전

량⋅인구추계 등의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2100년까지의 전력수요량 및 원자력발전량

을 예측하며, FAST 모듈은 FORECAST 모듈에서 생성된 원자력발전량을 이용하여

핵연료주기 시나리오의 물질흐름을 분석한다. 최종 결과물의 형태는 각 핵연료주기의

부분(농축⋅핵연료제조⋅중간저장 등)에 대한 원자로 및 핵연료 종류별로 출력된다.

FAST 코드를 활용하여 2005년 4개의 핵연료주기(직접처분주기⋅듀픽주기⋅위탁재

처리주기⋅GEN-IV주기)에 대하여 지속가능성⋅환경영향⋅경제성⋅핵확산저항성 등

을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6년에는 각 핵연료주기에 대한 종합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 2 절 국외의 기술개발 현황

가. 차세대핵주기공정 실증시설 설계 기술개발

원자력개발 초기인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고속로 개발과 병행하여 금

속핵연료에 대한 처리 및 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Pyroprocess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Pyroprocess를 시험하기 위한 시설들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1970

년 중반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핵무기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고속로 개발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들을 중단시켜 Pyroprocess에 대한 연구개발도 주춤해졌으나, 다시

1980년 및 1990년 초반까지 IFR(Integral Fast Reactor) program으로 연구가 계속되었

다. IFR에 이어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안으로의 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program 등을 통해 현재까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EBR-II 액체금속로 프로그램이 착수된 1952년부터 건식핵연료 처리기술인

pyroprocessing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으며, 1964년부터 1969년까지 ANL-West의

FCF (Fuel Conditioning Facility)를 이용하여 약 2.4톤의 EBR-II SF를 Melt Refining

공정으로 처리하였다.[2-1-1 ~ 2-1-4]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Pyroprocessing 연구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걸쳐 간헐적으로 추진 (대표적인 것이 GE사의 ALMR

개발 Project)하였다. 파이로 시험시설은 1960년대부터 건설된 INL의 FCF (그림 2-1-1

참조) 및 HFEF와 ANL의 대규모 mock-up 시설이 있다.[2-1-5 ~ 2-1-10] 또한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은 2000년 초부터 PYROX 공정을 실증하기 위한

APRF(Advanced Pyroprocess Recycling Facility, 그림 2-1-2 참조)에 대한 개념설계

를 수행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산화물핵연료를 Pyroprocess로 처리하는 시설로 처리용

량은 100 tHM/년이다.

그림 2-1-1. INL의 Fuel Conditioning Facility

그림 2-1-2.  ANL의 ARTF 공정장치 배치개념 그래픽

1997년 12월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고속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장래 에너지원의 하

나로 선택이 유력한 고속증식로를 중심으로 후행핵연료주기를 포함한 구체적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그림 2-1-3에 표기된 일정에 따라 먼저 1단계 연구로 전기사업

자를 포함한 CRIEPI, JNC 및 JAERI 등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1999년 7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전기사업자를 포함한 CRIEPI, JNC 및 JAERI 등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고

속로 사이클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2-1-11 ~ 2-1-12] 1단계 전략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5년까지 고속로 사이클에 적절한 구체적인 실용화 모델의 개

발계획의 제시”를 목표로 다양한 후보기술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유망 기술 선정, 독

자적 혁신기술의 접목과 실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1

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된 2단계 실용화 전략연구에서는 설계연구와 병행하여 1단계

연구에서 선정된 후보 기술그룹에 대한 기초실험 및 성능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나트



륨냉각고속로, NEXT(New Extraction System for TRU Recovery) 공정을 기준으로

선진습식법 재처리공정과 간소화한 산화물 펠렛 제조기술로 조합되는 고속로 싸이클을

가장 실현성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하여 우선 개발해야 주 개념 기술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그리고 나트륨냉각고속로, Pyroprocessing과 사출성형기술에 의한 금속연료로 조

합되는 고속로 사이클을 2차적인 보완개념의 기술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속로 사이클에서 추구하는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주 개념에 대한 기술개

발을 중점화하는 한편, 보완개념에 대해서도 기술적 실현성 관점에서 중요한 연구항목

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3단계 연구(2006년～2010년)와 4

단계 연구(2011년～2015년)에서는 신기술의 독자적 접목을 위한 요소시험 연구와 함께

개념설계 최적연구 수행을 통하여 고속로 사이클 실용화 구체적 모델과 향후 실용화

계획을 구체화 하여 2025년까지 원형로인 고속로를 포함한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2000 2005 2010 20152000 2005 2010 2015

Phase 1
Evaluation of Various Options

Phase 1
Evaluation of Various Options

Innovative TechnologiesInnovative Technologies

Technological OptionsTechnological Options

Fast Reactor
- Coolant
- Fuel
- Plant Size
Reprocessing
- Advanced Aqueous
- Non-aqueous
Fuel Fabrication
- Simplified Pelletizing
- Vibration Packing
- Casting

Phase 2
• Selection of Several
Promising Combinations
of FR & Fuel Cycle System

Design StudiesDesign Studies

Engineering TestsEngineering Tests

C & R

Phase 3
• Conceptual Design Study
• Experiments and Analyses
of Essential Technologies

C & R

Phase 4
• Detailed Design Study
• Establishment of
Systematized Technical
Know-how

C & R

FR Cycle System
by Satisfying Development Targets

* C & R : Check and Review

그림 2-1-3. 일본 고속로 싸이클 연구개발 일정

프랑스는 1980년대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로 선정한 4개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1991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제정

하였다. 고준위폐기물은 자연, 환경 및 대중의 보건을 보호하고, 후손들의 권리를 존중

하는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 말 제출된 국가평가위원회의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2006년 6월에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고, 고준위

폐기물 관리 관련 국가 추진일정을 법에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까지 장수명 핵종 분리 및 소멸을 위한 고속로시스템의 원

형로 건설, 2025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유리고화체 심지층 처분장 건설, 그리고 2015년까

지 MOX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장기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이다. [2-1-13 ~

2-1-14] 따라서 프랑스의 GEN-IV 원자로시스템과 연계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선진핵연료주기 기

술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은 PUREX 공정을 기본으로 한 핵확산 저항성 및 유효자원 활

용성 향상, 그리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림 2-1-4 참조)



그림 2-1-4. 프랑스의 미래원자로시스템 및 선진핵연료주기 기술 도입계획

러시아는 이미 80년대에 전해제련에 의한 우라늄과 플루토늄 산화물 핵연료를 공회

수하고, 이를 진동충진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핵연료는 BN-600 원자로 조사실험을 통

해 안전성이 매우 높고, 기술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고

밀도 입자를 이용한 진동충진기술, 그리고 DDP를 이용한 입자형태의 산화물 핵연료

회수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수 많은 실증실험을 통해 현재 가장 상용화에 근

접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이 기술의 적용대상을 UO2와 MOX 및 고속로

핵연료로 확장하고 있으며, DOVITA(Dry Processing, Oxide Fuel, Vibropac, Integral,

Transmutation of Actinide)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악티나이드 소멸을 위한 공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1-15 ~ 2-1-16]

그림 2-1-5.  RIAR의 DDP 공정 핫셀 전경

나. 핵물질 계량 안전조치 기술개발

GEN-IV PR&PP(Proliferation Resistance & Physical Protection) 연구그룹에서는

2005년부터 핵확산 평가 분야 외에 안전조치 시스템과 관련하여 Pyro 시설의 모델을

ESFR (Example Sodium-Cooled Fast Reactor)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 시스

템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GNEP의 7대 주요 프로그램 요소의 하나



로서 강화된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공동연구로

진행할 예정 예정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에서 2005년부터 DOE 연

구과제로 을 목표로 하집합체의 표로 봉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감마/중성자 검

출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미국의 SNL(Snadia national Lab.)에서는 2005년

영상 감시 데이터를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시

스템을 개발하여 앞으로 2선 감시 데이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송받는 기술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LANL을 필두로 Calorimetry, 중성자 동시측정 장치(Neutron Coincidence

Counter), 감마 핵종 분석 장치 등을 개발하여 미국 내의 핵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핵물질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 기술을 IAEA 뿐만 아니라 ORTEC,

Canberra 등의 관련 산업체에도 이전하여 왔다. LANL의 안전조치 관련 연구의 역사는

씴체에 가까이 되었으며, 현재 IAEA의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한 NDA 시스템의 대부분

이 LANL 기술이며, IAEA의 안전조치 관련 핵물질 계량관리 교육도 LANL에서 실시

하고 있다. 미국 내의 LLNL, ORNL(Oak Ridge National Lab.), SNL, INL 등에서도

관련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각 연구소마다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방사선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911 사태가 난 이후, 최근 들어 미국 본토에서의 테러

를 대비한 Homeland Security 관련 연구가 많이 생겨났으며, 여기에는 핵물질 탐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핵물질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그 핵물질에 포함된 플루토늄 혹은 우라늄-235의

존재를 핵분열 생성물과 같은 다른 물질의 신호와 구분 짓는 독특한 "signature"가 필

요한데, 이런 것들에는 열, 중성자, 감마선 등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플루토늄 및 우

라늄-235에서는 그들만의 독특한 에너지 영역의 감마선을 방출하지만, 핵분열 생성물

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양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감마선 측정으로는 Pyroprocess

핵물질을 계량할 수 없다. Pyroprocess 핵물질에는 항상 플루토늄 및 우라늄-235와 함

께 Np, Am, Cm 같은 MA들도 함께 따라다니며, Cm-244 핵종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플루토늄 및 우라늄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에 비해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성자의 측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플루토늄 및 우라늄-235의 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주로

Cm-244와 플루토늄 혹은 우라늄-253의 핵종비를 DA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후

Cm-244의 중성자를 측정하여 핵물질을 계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LANL 등에

서 개발한 핵물질 계량기술은 주로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clean"한 순

수 플루토늄, 우라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발하고자 하는 다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포함된 "dirty“한 Pyroprocess 핵물질을 계량하는데 LANL 기술을 활

용할 수 없다.

영국의 BNFL(British Nuclear Fuels Limited)은 Sellafield 재처리 및 MOX 공장에

서 생산되는 플루토늄 핵물질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감마 혹은 중성자를 측정하는 비

파괴 핵물질 계량 장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나, 이 또한 핵분열 생성물 및 다른



MA 핵종이 포함되지 않은 "clean"한 순수 플루토늄을 계량관리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Pyroprocess 공정의 핵물질 계량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본의 Rokkasho Reprocessing Plant(RRP)는 핵보유국이 아닌 나라에서 운영되는

세계 유일의 상용 재처리 시설로서 IAEA의 안전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핵물질 계량관리 장비를 개발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RRP 핵물질 측정은 주

로 On-Site Laboratory(OSL)와 Automatic Sampling Authentication System(ASAS)이라

는 파괴분석(DA)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근 실시간으로 플루토

늄을 측정하고 있다. RRP에서의 NDA 시스템은 ISVS(Integrated Spent fuel

Verification System), IHVS(Integrated Head end Verification System),

RHMS(Rokkasho Hulls Measurement System), VCAS(Vitrified waste Canister Assay

System), HKED(Hybrid K-Edge Densitometer), TCVS(Temporary Canister Verification

System), iPCAS(improved Plutonium Canister Assay System) 및 WCAS(Waste Crate

Assay) 등으로 거의 대부분 LANL에서 개발해 오고 있으며 향후 DA 시스템과 같이

활용될 예정이다. 습식 재처리 시설의 핵물질은 균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DA 방법에

의한 핵물질 계량의 샘플링 오차가 극히 작으며, RRP 시설에서의 OSL의 적용으로 측

정 시간을 단축하여 시설 이용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습식 재처리 공

정과는 달리 Pyroprocess 공정 물질은 균질화 되어 있지 않고, 그 형태도 다양해서 샘

플링에 의한 DA 방법은 큰 샘플링 오차와 긴 측정시간이 요구되어 대용량으로 갈 경

우 시설의 이용률을 감소시키게 되고, 실시간 계량관리를 이룩할 수 없으므로, 이런

DA 방법으로 Pyroprocess 공정의 핵물질 계량관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LANL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Self-Fluorescent X-rays (XRF) 분

석 기술을 이용하여 Pu/U비를 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별도의 X-ray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U 및 Pu의 K

X-rays를 coaxial Ge 검출기로 검출하여 X-선 영역의 피이크들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마선분광분석에 의한 핵물질 계량 방법으로 미국의 Gunnink가

개발한 MGA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코드는 순수한 핵물질만 존재하거나

FP량이 극미량 존재할 때에만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중성자 측정에 의한 핵물질 계량

은 주로 passive neutron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부 방사선측정 기기

생산업체에서 이미 중성자/감마 동시 측정장치(JCC-15 Glovebox Neutron/Gamma

Counter, JCC-35 Neutron and Gamma Unattended Safeguards System 등)를 개발하

여 on/Gamm 활용하고 있다. U과 Pu에서 방출되는 저 에너지대의 감마선을 검출하기

위하여 LEGe Detector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성자는 passive neutron 측정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SF 화학처리 공정에서는 거의 모든 FP가 제

거되기 때문에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 MGA 코드를 사용하여 핵물질 계량이

가능하며, 중성자 측정 장치 부분에서도 감마선 차폐를 별도로 하지 않다.



FRAM 감마선 분석기술은 감마선 분광분석을 이용하여 임의의 시료에 대한 플루토

늄, 우라늄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연구 중 하나는 1970년대 LANL에서 제안되었는데 이

제안에서는 특히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 내부의 물질 구성과 동일하게 분포된 동위원소

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감마선 에너지에 따른 검출기의 상대적 효율을 구하

고 이를 이용하여 시료의 플루토늄, 우라늄양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 후 발전되어 현재 LANL에서 우라늄, 플루토늄 분석을 위한 FRAM(Fixed-energy

Response-function Analysis with Multiple efficiencies) 코드로 개발되었다. 최초의

FRAM은 1988년 LANL의 Plutonium Facility에 VAX 기반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후

1990년대 초반 PC 기반의 Window에서 운용되는 PC/FRAM으로 진화하였다. 그 후 방

사선 계측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통하여 플루토늄, 우라늄 분석 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은 대규모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이 습식재처리 공정에 의해서 순수한 U과 Pu를 추출하고 미국과 거의 똑 같은 방법으

로 핵물질을 계량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Thorp 시설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별도의 감마 및 중성자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연소도,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 등을 결

정하고 있다.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일본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정에서는 미국, 유

럽 등과 거의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저장수조에서 Burn-up

credit 적용을 위하여 집합체에 대한 평균연소도, Pu/U비, 잔류농축도, 핵분열성 물질량

등을 감마선 및 중성자를 동시 측정하여 결정하고 있다.

플루토늄의 정량 측정 장치는 IAEA 장비에도 있고, 2005 년도에는 이탈리아에서 효

율 60 %인 측정 장치를 개발한 것이 발표되었다. 이 측정 장치는 MOX 핵연료에 사용

할 플루토늄의 정량측정에 대한 것으로 1개의 링당 He-3 튜브 검출기 65 개를 4 개의

링으로 장착한 장치로써 Pu의 측정오차가 2% 이내로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장치는 플루토늄 외에 Am-241이 불순물로 포함된 시료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다

고 하지만, 우리가 대상을 삼는 TRU 전체에 대한 측정에 직접 적용하지는 못하다.

다.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

미국 AI 사는 종전의 습식 재처리 방법의 대용으로 사용후 PWR 핵연료를 연속적

으로 산화-환원시켜 건식으로 탈피복하는 AIROX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후, 이 공정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CANDU 원자로에서 재사용하기 위한 OREOX 기술로 발전하였

다. OREOX 공정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 생성물의 부분적 제거가 가능하다. 연

구 결과에 의하면 noble gas 및 휘발성 반응생성물(Cs, I, Te)의 99 %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미국 ORNL은 고온의 AIROX 공정과는 달리 기계적인 방법의 탈피복 기술을 개발하

였다. 즉, Die에 고정한 피복관내로 압착 피스톤을 삽입하여 핵연료 펠릿을 밀어냄으로

서 펠릿과 피복관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마그네슘 합금 연료봉(두께 1.5 mm, 직



경 7.2 mm) 등에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die와 피스톤의 구조를 변경하여 여러 가지 크

기의 핵연료봉 탈피복에 적용할 수 있다를 변근에는 료봉 과 함께 AFCI에 적용하기

위한 상용 규모의 건식 탈피복/분말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실험실 규모 탈피

복/건식 분말화 기술의 scale-up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JAERI는 FR fuel cycle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반에 수평으

로 회전하는 2 kgHM/batch 규모의 실험용 건식 분말화 공정장치를 개발한 바 있으며,

공학 규모의 재처리 시험시설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학 규모의 voloxidizer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트리티늄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 g/batch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사 형태의 건식 분말화 장치가 개발되었다[2-3-2,2-3-3].

러시아 RIAR 연구소에서는 Weapon plutonium disposition program의 일환으로 핵

무기에서 해체된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식 처리공정(DDP, Dimitorvgrad

Dry Process) 및 Vibropack 공정을 이용하여 MOX로 제조한 후 BOR-60 및 BN-600

에 시험 연소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약 1.3 ton을 이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하여 UO2 분말을 U3O8 분말로 산화시키는 200 gHM/batch 규모의 건식

분말화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장치 내부에 1단의 메쉬와 vibrator를 설치하여 산화 시

간을 단축시켰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재처리를 위하여 작은 실험실 규모로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건식 분말화 기술(hammering, die 압착,

slitting, voloxidizer 등)은 습식기술에 비하여 throughput이 매우 낮다.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은 주로 습식 재처리의 전처리공정으로 지난 40년 동안 사

용되어 왔으나, 건식 탈피복 공정의 경우는 조사한 바와 같이 아직 실험실 규모의 기

초실험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건식 탈피복 기술 방법(Hammering,

Die 압착, Slitting, Voloxidizer 등)은 습식 방법에 비하여 throughput이 매우 낮기 때

문에 향후 pyroprocess 공정 상용화를 위한 high throughput의 탈피복 기술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은 주로 습식 재처리의 전처리공정으로 지난 40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건식 분말화 장치 성능은 우라늄 디옥사이

드 펠릿을 200 g∼2 kg/batch까지만 처리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의 기초실험 단계에

불과다[2-3-1]. 불의 다[2-에서는 실험용 킬른형(kiln type) 건식 분말화 장치가 전처

리공정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AFCI의 advanced aqueous separations 연구의 일환으로

불의 다[기술에 기초한 을 E다(Decladding via the Oxidation of Spent Oxide Fuel) 연

구와 off-gas trapping을 위한 핵분열성 물질의 휘발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의 분말화 장치 기술은 high throughput 공학규모 장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본에 있는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에서

는 LWR(light-water-reactor)연료 생산을 위한 고온 재처리공정개발에 대한 스케일 업

(Scale-up)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32, 48, and 192 ton/year용 공기산화

로의 개념설계가 수행된 바 있다[2-3-3]. 또한 미국의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도 0.5 MT/day 규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공기산화로가



개발 중이다[2-3-1].

원격취급 및 유지보수기술과 관련하여 핫셀 내 공정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내방사성을 고려한 각종 첨단 자동화 장비, 원격 조작기, 및 원격 감시/

검사 기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DOE는 산하 6개 국립 연구소들과 SNS(Spallation Neutron Source)의 개발을

추진하여, 2006년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내에 건설을 완료하였다.

SNS의 중성자 조사실인 target room은 고준위 방사선 구역으로 이곳에 설치될 주요

장치 부품의 유지보수 시스템은 ORNL에서 담당하였다. ORNL은 SNS에 적용할 유지

보수 장비인 천정이동 양팔 서보 조작기(취급 하중 24 kgf)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5년

5월에 설치 완료하고 2006년 5월 SNS의 첫 중성자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2009년 8월

에 첫 번째로 SNS target 모듈을 성공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핫셀 내부에서의 다양한 작업을 위해 1톤 후크가 장착된 7자유도의 서보조작기(TR

4350)가 사용되었다. 조작기는 어깨, 팔꿈치, 손목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셀 안에

서 평행 집게와 후크형 손을 원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회전형 호이스트

는 트롤리 하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케이블로 연결된 호이스트를 올리고 내릴 뿐만 아

니라 텔레스코핑 튜브의 중심을 기준으로 270°를 회전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는 호이

스트가 작업물을 잡고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매니퓰레이터 암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크레인은 지진 발생시에도 안전하도록 가상의 지진의 상황을 유한요소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하여 구성 부재의 응력들이 허용할만한 수치인지 확인하였다.

핫셀 내에서는 작업자가 직접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장치들 뿐만 아니라 크레

인 자체도 우발적 또는 일상적인 손상으로부터 복구(recover) 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부하들은 제거될 수 있어야 하며, 크레인을 크레인 유지보수 구역으로 복귀시킬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브릿지(bridge), 트롤리(trolley), 매스트 호이스트(mast

hoist), 그리고 회전, 확장 및 수축용 동력전달계통(drive trains)이 복구 능력을 갖고 있

어야 한다. 모든 브릿지와 트롤리의 동력전달부에는 jackdown wheel들이 추가로 장착

되어, 휠 어셈블리중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원격으로 복구할 수 있다. 브릿지와 트롤

리는 네 구석에 모터로 구동되는 휠을 장착하고 있는데, 고장 발생시 고장난 코너와

그 반대편 레일에 jackdown wheel이 배치된다. 나머지 두 코너의 휠이 브릿지와 트롤

리를 수리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킨다. Jackdown wheel은 베어링에 편심되게 설치

되어 회전하면서 배치된다.

Slewer 호이스트를 제외한 모든 호이스트는 독립적인 복구 호이스트를 갖고 있다.

특히 매니퓰레이터 호이스트는 주(main) 호이스트가 고장 났을 때 호이스트를 끌어 올

리거나 내릴 수 있는 복구 드럼(recovery drum)을 갖추고 있다. 공간적 제약 때문에

slewer 설계에 있어 복구 호이스트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 만약 slewer의 load block이

어딘가에 걸리거나 또는 호이스트가 고장 났을 때, 와이어 로프 케이블 커터가 그 선

을 절단하게 될 것이며, slewer가 load block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Slewer의

회전, 확장 및 수축 구동부들은 모두 slip 클러치들을 갖고 있어 수리 가능한 위치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다.

산업용 로봇을 원격작업용 슬레이브 로봇으로 적용하려는 연구가 CEA-LIST와

AREVA NC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용 로봇이

비싸지 않으므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원격취급장비의 신뢰성과 유지보

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TAÜBLI RX 로봇이 선정되었고, 신뢰성, 제염, 내방사성

등 원자력 환경의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로봇이 역구동이 가능하도록(backdrivable) 제어하기 위해 6축 힘/토크(F/T) 센서가

로봇 엔드 이펙터와 그리퍼 사이에 설치되었다. 로봇의 모든 전기 케이블(모든 데이터

신호들, F/T 센서 및 그리퍼 등의 툴)들이 로봇 베이스에 설치된 멀티플렉서에 모아지

며, 두 가지 표준 전기 플러그(Jupiter size IV)가 사용되었다. 이 케이블들은 핫셀 벽에

설치된 penetration을 통해 외부로 연결된다. 성능평가 결과 고하중의 작업물을 취급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정밀도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핵재처리시설이 있

는 AREVA NC La Hague에서 적용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과 2008년에는

dissolution wheel roller의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고압수를 이용하여 휠을 청소하

는 작업을 2009년도에 수행하였다.

AREVA NC La Hague plant는 600대의 원격조종기가 설치되어 있고 150명 이상의

작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원격취급에 대한 세계적인 industrial reference이다.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기계식 원격조종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작업공간을 최

적화하기 위해 새로운 원격취급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작업영역이 기존의 MT200

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새로운 원격취급시스템은 다음의 일반 요건들을 충족하도

록 설계되었다.

유럽의 EFDA(European Fusion Development Agreement)는 당초 2002년도에 폐쇄

예정이던 핵융합로 JET(Joint European Torus)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이동형 서보 매니퓰레이터(영국 Oxford Tech. Ltd. 제작)를 개발하

여 활용 중에 있다. 서보 매니퓰레이터(MASCOT)는 양팔형으로 취급하중 20 kg에 0.1

kg-m의 힘반영 민감도를 갖으며, JET 모든 내부 구역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길이 10

m, 6개의 관절로 구성된 붐에 결합되어 이동한다. 수행 가능한 주요 작업은 용접, 절

단, 볼트 작업, 및 검사 등 JET의 유지보수를 위한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 핫셀에서의 원격 운반 및 유지보수 작업은 대부분 벽에 부착된 기계식 마스터/

슬레이브 조작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시설인 핫셀에서는

부가적으로 천정이동 전동식 동력조작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기계식 마스터/슬레

이브 조작기에 비해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힘반영 마스터/슬레

이브 조작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일부 상용화되고 있다. 힘반영 마스터/슬

레이브 조작기에 대한 대표적인 개발 현황은 표 2-3-1과 같으며, 특히 작업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입력기(마스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여기서 batch capacity는 salt의 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전해제련 이후 공정으로 가게 되면 HM의 양보다

는 salt의 양으로 처리용량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표 2-3-1. 힘반영 원격조작기 개발 현황

프랑스의 CEA LIST에서는 가상의 몰입 환경(immersive environment)에서 힘 반향

기구인 햅틱장치를 이용하여 기차의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간으로 모사할 수 있는 시뮬

레이터를 개발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DOE 산하에 INL과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을 전담기관으로 하

여 SINEMA(Simulation Institute for Nuclear Energy Modeling and Analysis)를 설립

하였음. SINEMA에서는 전반적인 원자력시스템을 분석하여 최적의 핵연료주기 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모든 분석 코드들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즉,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및 처분까지의 전반적인 핵연료주기의

분석을 위한 시스템 모델링과 분석 코드를 연계하기 위하여, 미국의 원자력 관련 INL,

ANL 등 주요 연구소와 MIT, ISU(Idaho State University) 등 대학들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코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 Penn State 대학의 ARL(Applied Research Lab)에서는 NERI(Nuclear Energy

Research Institute) 과제로 virtual environment를 이용한 GEN-IV nuclear energy

systear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IPD(Immersive

Projection Display) 기술을 활용하여 NPP(Nuclear Power Plant) virtual mock-up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설r 건설,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최적화를 통한 건설

비용의 절감pla성을 평가하였음. 설계단계에서는 설계 대안을 쉽게 찾고, 공간 활용을

최적화 수행하였 사용하였고, 건설 단계에서는 작업일정의 개발 및 최적화, 서로 쉽게

해주는 작업정보의 교환, 그리고 설치 공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활용하였으며,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유지보수 작업의 전산모사를 통한 절차의 개발 및 작업자 훈

련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CEA에서는 2000년도부터 약 5년에 걸쳐 CHAVIR라고 하는 3차원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의 설계 및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JAEA와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는



2015년까지 실용 가능한 fast reactor cycle system의 개발을 목표로 고속증식로에 적

합한 FBR 연료의 재처리 공정장치를 개발중임. 이들은 공학규모의 재처리 공정장치에

대한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설인 RETF를 1995년 JNC내에

약 12억$의 예산으로 건설을 시작하여 2000년도에 건설을 완료하였음. 이 시설은 그래

픽을 이용한 Digital Mock-up 제작기술, 힘반영 서보조작기 기술, 원격 유지보수 기술

등을 적용하여 완전 원격 개념을 도입하였다.

최근 미국의 원자력분야에서는 각종 장치 및 공정의 개발과 시설의 건설 시에 컴퓨

터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개발기간 및 건설비용을 단

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SINEMA). 특히, GNEP 프로그램을 보면 AFCF를 설

계하는데 전산모사 및 가시화 기술을 크게 활용할 계획이다.

라.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기술

가.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기술

미국은 파이로공정에서 발생한 공정 폐기물 및 재순환 연료의 저장과 운반에 대

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INL은 FCF와 HFEF 핫셀에서 EBR-II 사용후핵연

료의 건식처리공정(파이로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공정에서 발생한 염폐기물, 일반

폐기물 및 TRU 관련 폐기물 등을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2.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핫셀 수직 또는 수평접속 운반용기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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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 II S/F

Docking

RSWFHFEF

FCF

Docking

Docking

RH-72B Cask
(RH-TRU)

CNS 10 160B Cask
(RH 폐기물)

W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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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 II S/F

Docking

RSWFHFEF

FCF

Docking

Docking

RH-72B Cask
(RH-TRU)

CNS 10 160B Cask
(RH 폐기물)

WIPP

*RH-TRU : Remote Handled TRU, CH-TRU; Contact Handled TRU

*HFEF :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FCF : Fuel Conditioning Facility

*RSWF : Radioactive Scrap and Waste Facility, WIPP : Waste Isolation
Pilot Plant

그림 2.4-1 EBR II 사용후핵연료 전해정련 공정의 핫셀 운반저장시스템

대표적인 수평접속방식의 핫셀 운반시스템은 프랑스의 LA-Calhene에서 개발한

Padirac RD-15 및 AGNES이며, Transnuclear사는 핫셀 운반용기로 TM-106 cask

등이 있으며, 이 용기의 특징은 수평접속에서 개폐방식을 볼 밸브 구조로 작업성을



단순화 시켰다. 그 밖에 핫셀 운반용기로 독일은 GNB에서 개발한 MOSAIK 80T, 벨

기에 Transnubel의 BG 18, 미국의 GA-4 및 GA-9 운반용기 등이 있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핫셀 운반 용기는 일반 운반용기와 다르게

개폐, 이송 및 밀봉 장치가 포함되어 있고 운반물 특성, 접속구조와 용량에 따라 다

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나. 공정물질 임시저장시스템 기술

미국 INL의 INTEC에서는 DOE의 NSNFP의 일환으로 파이로공정용 표준 캐니스

터와 함께 저장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INTEC : Idaho Nuclear Technology and Engineering Center

*NSNFP : National Spent Nuclear Fuel Program

운반․저장 및 처분이 가능한 다목적 캐니스터를 표준화하였으며 3 ~ 4개의 고준

위 방사성물질 용기를 담은 내․외부 캐니스터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캐니스터

의 안전성평가로서 사고해석, 낙하충격 완충설계, 소성해석 및 시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전력중앙연구소(CRIEPI)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콘크리트 용기에 대해 열

제거시험, 캐니스터의 낙하시험과 1/3 축소모델의 내진시험 등의 성능시험을 수행하

였다. 최근에는 다목적 캐니스터의 응력 부식균열, 콘크리트 용기 내진시험, 가스켓

부분의 장기 격납과 충격에 대한 격납시험 및 금속용기 뚜껑 구조물의 충격시험 등

을 수행하고 있다.

마.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기술

대부분의 원자력선진국에서는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국가 원자력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분야에 집중⋅투자하여 비용효율

적으로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즉, 모든 원자력관련 연구방향 내지 연구범위의

설정 및 조정이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선진핵연료주기구상(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프로그램에서

는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가장 중요한 연구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AFCI의

시스템분석팀 분야에서는 고속로 및 관련 공정기술⋅안전조치기술⋅폐기물처리기술

등 선진 핵연료주기 시스템을 경제성⋅환경영향⋅핵확산저항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르

곤국립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는 2001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인 I-Think 체제에서 운용할 수 있는 DYMOND (Dynamic Model of Nuclear

Development) 코드를 개발하여, 이를 2002년 GEN-IV FCCG (Fuel Cycle

Crosscut Group)에서 핵연료주기 물질흐름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이



코드를 수정⋅보완하여 DANESS (Dynamic Analysis of Nuclear Energy System

Strategies) 코드를 개발하였다.

한편, 일본은 1999년 7월부터 ‘FBR 사이클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

수하여 제1단계에서는 모든 원자로와 핵연료의 형태 및 제조방법 등을 조사⋅분석하

고 (1999∼2000년 수행), 제2단계에서는 기초실험 및 공학규모의 성능평가를 통한 해

당기술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각 기술옵션에 대한 타당성분석

을 수행하였다 (2001∼2005년 수행). 이를 통하여 다음 단계인 제3, 4단계에서의 연

구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차세대핵주기공정 실증시설 설계 기술

1.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 (PRIDE) 개념설계 및 설계요건 개발

  가.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PRIDE) 공정개념

   (1) 공정개요

파이로 일관공정(Integrated Pyroprocess)은 그림 3-1-1에 표기된 공정흐름도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다발(Spent Fuel Assembly) 해체 및 절단(Disassembly & Rod 
cutting), 탈피복(Chopping and Decladding) 및 분말화(Voloxidation), 전해환원

(Electro-Reduction), 전해정련(Electro-Refining), 전해제련(Electro-Winning), 염폐
기물 정제/회수(Salt Purification and Recovery) 및 고화처리(Waste Form 
Fabrication), Fuel 제조와 폐가스 처리공정(Off-gas Treatment)등 8개 단위공정으로

구성된다. 이 중 PRIDE 시설에 설치되는 파이로공정은 사용후핵연료 assembly 해체

및 절단과 Fuel 제조공정과 폐가스 처리공정을 제외한 5개의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구

성된다. 

그림 3-1-1. 파이로 일관공정 공정흐름도

   (2) 공정기준 및 특성

    (가) 공정처리 기준용량 및 물질수지

PRIDE 시설에 설치되는 파이로 일관공정의 공정처리 기준용량은 단위공정 특성에

따라 회분식 또는 연속식으로 구성되며, 1회 처리용량도 반응시간 및 주기를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일정하지는 않으나 연간 10 MT-HM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정되었다.



    (나) 공정특성 및 공정조건

파이로 일관공정 단위공정별 공정특성 및 공정조건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표

3-1-1의 내용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 3-1-1. 파이로 일관공정 단위공정별 공정특성

  나.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PRIDE) 입지평가

연구원 부지내의 우라늄 변환시설 및 수송용기 보관시설을 개조하여 활용하는 방안

과 신규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설의 규모 및 현황, 건설비, 법적 요건, 구조 안

전성 진단 및 보강방안, 건설일정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현재 제염해체 중에 있

는 변환시설을 제염해체 후 PRIDE 시설을 설치하는 일관공정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각 대상 시설별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변환시설

  (가) 변환시설 현황

현재 제염해체 중에 있는 변환시설 구조물의 제염 목표치는 제염 후 활용하게 되는

PRIDE 시설이 천연우라늄을 취급하게 되므로 우라늄 취급시설로 사용가능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알파는 당초 0.04 Bq/cm2 미만에서 0.4 Bq/cm2 으로 상향 조정하고, 베

타와 감마는 0.4 Bq/cm2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변환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

면적은 1,446.2 ㎡ 이고, 건물 바닥 면적은 ADU 시설이 879.2 ㎡ [연면적 2,036 ㎡ ]
이며 AUC 시설은 567 ㎡ [연면적 912.6 ㎡ ]이다. 동 시설은 건물 높이 12 m,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이며, 기존 배치도는 그림 3-1-2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그림 3-1-2. 변환시설 배치도

(나) 구조평가

현장조사를 통해 구조물의 평면 및 주요 부재의 치수를 실측한 결과 기존도면에 표

기된 치수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둥과 벽

체에 14개소를 선정하여 슈미트 햄머 시험기를 사용해 반발 경도법으로 추정한 결과

평균 추정 압축강도 28.5 MPa, 최소값은 25 MPa로 설계강도인 21 MPa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철근배근 조사를 위해 6개소를 선정하여 Iron Seeker 탐사기

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피복은 허용오차(기준피복두께의

±1/3) 범위 내에서 만족하였다. 국내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05)을 따라 구조 및

내진해석을 수행한 결과 PRIDE 시설로의 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당초 설정한 내진기준(내진등급 Category 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나, PRIDE 시설의 경

우 천연우라늄을 취급하는 시설의 특성과 국내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05)의 기존

건물의 예외 규정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강 없이도 구조물의 인허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수송용기 보관시설

    (가) 수송용기 보관시설 현황

수송용기 보관시설을 PRIDE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설이 어려운 수송용기 침수 및 열환경 시험시설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시험시설(수

송용기 보관, ACP 공정 Mock-up 시설과 원격조작 시험시설)은 다른 지역을 활용하거

나 폐기되어야 하며, 이 경우도 PRIDE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가용면적이 약 160평 규

모로서 파이로 공정장치의 규모를 고려하면 전체 공정장치를 설치하기에는 협소하여

설치되는 공정장치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그림 3-1-3. 수송용기시설 배치도

    (나) 구조평가

국내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라 구조 안전성 평가 수행한 결과 수직하중에 대해 구

조해석 결과 부재 설계강도를 만족하며, 수평하중인 지진하중과 풍하중에 대한 구조해

석 결과 강구조물의 특성상 풍하중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하중에 대해

현 상태에서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나 누락된 가새와 Sag Rod를 원래 설계대로 보

완·설치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존 건물의 하부를 굴착하는 공사

로 인해 건물기초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공사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PRIDE시설 파이로 공정 연계요건

PRIDE 시설의 최적 설계를 위하여 단위공정별 공정구성 및 기능, 반응온도 및 분

위기, Pyroprocess의 특징인 고온의 반응온도 유지를 위한 가열기 용량 등의 공정조

건을 공정개발과제와 협의하였으며, 공정별로 일부 반응조건 및 반응기 규모 및 가열

기 용량 등을 시설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설정하였다.



단위 공정 세부 장치명
구성 장치별 개략 크기

 (mm)
비 고

전해환원장치

 원료 배스킷

장입장치
D600×H1,500

전해장치 공간에

포함

전해환원조
D1,600×H2,500

수냉식(10 ℓ/min)
전극 Assembly

취급장치
D800×H1,500

염증류장치

공간에포함

잔류염 제거장치
금속전환체 취급장치 D800×H1,500

염증류장치

공간에포함

염제거장치
D1,600×H2,500

수냉식(10 ℓ/min)

표 3-1-2. 전해환원 공정장치 개략 제원

단위 공정 세부 장치명
구성 장치별 개략 크기

(mm)
비 고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정련반응기

L4500xW1500xH2200 / 

H3500

전극교체시

H3500

염증류장치

전착물 분쇄장치 미정

염증류장치
L4800xW2000xH2100/

H2900

호퍼 H800 탈착

가능

잉곳주조장치

잉곳 주조장치 L3500xW3000xH2200  

부대시설

(Sample drilling)
L1500xW1500

염화우라늄

제조장치

UCl3제조장치 L1500xW1500xH2200

UCl3 pelletizer L1500xW1500xH2200

표 3-1-3. 전해정련 공정장치 개략 제원

단위 공정명 세부 장치명 구성 장치별 개략 크기 (mm) 비 고

액체음극

전해제련공정

전해제련조
D 1,000 x H 2,500

수냉식(10 ℓ/min)

Scrubber D 400 x H 1,000

Cd-TRU 

증류공정
Cd 증류장치

W 1,700 x L 2,500 x H 2,700

수냉식(15 ℓ/min)

RAR 공정 RAR 전해조
D 1,000 x H 2,500

수냉식(10 ℓ/min)

표 3-1-4. 전해제련 공정장치 개략 제원



단위 공정명 세부 장치명 구성 장치별 개략 크기 (mm) 비 고

LiCl 염폐기물

처리공정

I/II족 핵종 결정화

장치

∙아래 제원 결정화기 2set 필요

∙W 890 x L 850 x H 1,000 

공염폐기물

(LiCl+KCl)

처리공정

산화/침전장치 ∙OD 800 x H 1,000

순수염회수장치 ∙OD 800 x H 1,000

증류장치 ∙W 800 x L 1500 x H 2,000

고화공정
분쇄/혼합반응/소

결 복합장치

∙분쇄공정(미분쇄 및 조분쇄)

  : W1,000 x D1,000 x H1,500

∙혼합/반응기-Cone type 

  : OD 1,000 x H 2,000

∙소결로-Cylindrical type

  : OD 1,300 x H 1,500

표 3-1-5. 염폐기물처리 공정장치 개략 제원

  라. PRIDE시설 배치개념

   (1) PRIDE 시설 Overall 배치

PRIDE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변환시설의 기존 여건과 시설장비

및 공정장치의 반입 및 반출을 위한 통로를 고려하고, 방사선 관리구역과 일반 관리구

역으로 구분하여 3층으로 구성된 시설 전체의 배치개념을 층별로 구체화 하였다. 배치

개념을 2차에 걸쳐 정립하게 되었다.

1차로 검토한 배치개념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모든 공정장치를 모의셀 내에 설

치하는 것을 전제로 개념을 설정하였다. 기존 변환시설의 제한된 여건을 고려하여 모

의셀을 Air 분위기 모의셀과 Ar 분위기 모의셀로 구분하고, 주어진 공간 내에 공정장

치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2열 배치를 하여 모의셀 전면과 후면에서 공정시험을 수

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개념을 정립하였다.

2차로 검토한 배치개념은 공정장치의 설계가 구체화 되면서 효율적인 운전 및 유지

보수 측면에서 2열 배치로 인한 모의셀 전면 및 후면에서 공정운전을 수행하기에는 비

효율적이며, 공간이 협소함으로 PRIDE 시설의 활용을 불활성 분위기하에서 운전을 주

공정장치의 시험에 중점을 두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Ar 분위기 모의셀만을 설치하고, 

주요 공정장치를 모의셀 내에 1열로 배치하여 모의셀 전면에서만 공정시험을 수행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배치개념을 수정하였다. 



그림 3-1-4. 수정된 PRIDE 시설 1층 배치개념도

그림 3-1-5. 수정된 PRIDE 시설 2층 배치개념도

그림 3-1-6. 수정된 PRIDE 시설 3층 배치개념도

   (2) 셀 및 공정장치 배치

2차 모의셀 및 공정장치 배치개념은 공정개발 과제에서 공정장치의 구체적인 규모

와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 공간 등의 요건이 추가로 제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

으로 검토 벰 유1차 배치개념에서 제시된 공정장치를 2열로 배치하여 양쪽 면에서 원

격운전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개발 중인 원격조작장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려운 것

으로 논의되면서 모의셀 내 공정장치를 1열로 배치하도록 하는 배치개념으로 수정하치

의 특성을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2층에는 Ar 분위기 모의셀만을 설치하도록 하였으



며, 주요한 공정장치를 우준으설치하고, 일부 공정장치는 1층의 여유 공간에 별도로 설

치하도록 모의셀 및 모의셀 내 공정장치 배치개념을 그림 3-1-7에 표기된 내용과 같

이 수정하여 확정하게 되었다. 

그림 3-1-7. 2차 모의셀 및 공정장치 배치개념도

  마. PRIDE시설 구조물 설계요건 및 개조 개념

   (1) 변환시설 구조물

PRIDE 시설로 활용예정인 변환시설은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접 건물

인 재변환시설과 50 mm의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다. 변환시설의 외곽 치수는 폭 18 

m, 길이 43.2 m, 높이 12 m 이며, 연면적은 2,283 m2 이다. 각 층의 높이는 1층 4 

m, 2층 3.4 m, 3층 4.6 m이다. 구조물의 기둥, 보, 슬래브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벽은 대부분 조적 구조물로 되어 있다.

  PRIDE 시설에 주요 공장장치가 들어갈 모의셀은 당초 공기 분위기 모의셀과 아

르곤 분위기 모의셀로 구분하여 2층에 설치하고, 1층에는 부대설비들을 설치하는 것으

로 계획하였으나 추후 검토 과정에서 2층에 아르곤 분위기 모의셀 만을 설치하고, 1층

에는 공기 분위기 모의셀에 설치하기로 했던 공정장치와 부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

다. 

   (2) 설계 적용 규격 및 표준

특별히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구조물의 설계에는 다음의 규격 및 표준

이 적용된다.

-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2005

  ACI 318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Concrete

-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

  AISC Steel Construction Manual (ASD)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ASCE 7)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pplicable Standards for the Various Construction Materials Specified in 

Civil/Structural Specification

-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Structural Welding Code Steel (AWS D1.1)

-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

  UBC Uniform Building Code (UBC)

- Korea Building Code (KBC 2005)

- 건축법

   (3) 변환시설 구조 안전성 예비 평가

변환시설의 구조 자료로 시설 건설 당시의 건축도면과 시설의 제염·해체를 위해

2004년에 수행한 안전성 검토 자료가 존재하나, PRIDE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로 인한 추가적인 하중들과 내진설계 기준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구조 안전성 예비 진단을 수행하였다. 

예비 진단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한 기존 구조자료 검토, 추가 하중 분석, 내진성능

평가, 보수 및 보강 방안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예비 진단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내진성능 평가에서는 수평성분 지진하

중만을 고려하였고, 건축구조설계기준인 KBC(Korea Building Code) 2005에서 제시

하는 설계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또한 설계 지반 응답스펙트럼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Reg. Guide 

1.60에 제시된 표준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와 같이 정확한 하중 및 엄격한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상세평가는 상세설계와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예비평가에서는 변환시설의 구조 안전성 예비 진단

내용 및 결과, 그리고 보수 및 보강 방안을 검토하였다.

    (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파괴 시험법인 반발경도법을 사용하였다. 

측정 위치는 기둥과 벽체에 대하여 측정 가능한 14 개소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개소는 모서리로부터 5 cm 이상 들어간 위치를 선정하여 1개소 당 20점을 조사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였다. 측정면의 마감재를 제거한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

하게 한 후 슈미트햄머(Schumidt Hammer Tester α-750Rx)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점

은 측정면에 3 cm간격으로 종방향 5개, 횡방향 4개의 선을 그어 그 교점 20점에 대해

측정하여 구한 전 측정치 중 산술평균한 값을 반발경도 R로 정하였다. 

 



측정위치

부재명

평균

반발강도

(타격각도)

수정반발

강도

환산강도
보정계

수

재령에 의한

보정 압축

강도 (MPa)
공식1 공식2 공식3 평균

1층 E열/8a열 C2 47.1 ( 0°) 47.1 45.8 42 35.4 41.1 0.63 25

1층 H열/9열 C1 53.7 ( 0°) 53.7 56.4 50.3 41.8 49.5 0.63 31

1층 J열/8a열 C4 52.2 ( 0°) 52.2 54.2 48.4 40.3 47.7 0.63 29

2층 G열/8a열 C2 49.8 ( 0°) 49.8 50.1 45.3 38 44.5 0.63 27

2층 J열/9열 C3 47.5 ( 0°) 47.5 46.4 42.5 35.8 41.5 0.63 26

2층 K열/8a열 C4 50.4 ( 0°) 50.4 51.1 46.2 38.6 45.3 0.63 28

2층 E～F열/ 

8a～9열 2B2

50.9

( 90°)
47.9 42 43.1 36.2 40.4 0.63 25

2층 J열/ 

8a～9열 2G5

54.7

( 0°)
54.7 58.3 51.7 42.9 50.9 0.63 31

2층 H열/ 8a～9열

2G5

53.2

( 0°)
53.2 55.8 49.8 41.4 49 0.63 30

2층 D～E열/ 

8a～9열 2S10

50.8

( 90°)
47.7 41.7 42.8 36 40.1 0.63 25

2층 G～H열/ 

8a～9열 2S9

55.7

( 90°)
53.1 51.1 49.5 41.2 47.3 0.63 29

1층 G～H열/ 

8a～9열 2S15

55.3

( 90°)
52.6 50.2 49 40.8 46.7 0.63 29

3층 J～K열/ 

8a～9열 3B1

55.1

( 0°)
55.1 58.8 52.1 43.1 51.4 0.63 32

3층 J～K열/ 

8a～9열 3S9

54.8

( 90°)
52 49.1 48.2 40.2 45.9 0.63 28

평균 추정 압축강도 28.3

표 3-1-6. 반발경도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값

    (나) 내진성능 평가

변환시설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조해석 및 내진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은 건축구조설계기준인 KBC(Korea Building Code) 2005를 따라 수행하였으며, 해석

코드로는 MIDAS를 사용하였다. PRIDE 시설로의 활용에 따른 추가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 주요 장치들이 설치되는 2층 바닥에는 1,000 kgf/m2의 분포하중을 적용하였다. 

지진하중은 KBC 2005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경우 지역계수 0.11g와 중요도계수 1.5를

곱한 0.165g를 최대 수평 지반가속도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본 평가에서는 최대 수평 지반가속도가 0.165g인 경우 뿐 아니라 0.2g로 증가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며, 동적해석법인 모드해석법을 통해 내진해석을 하였다. 

내진해석 결과를 통해 변환시설의 현재 구조 상태로는 내진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의 보수 및 보강을 가정하고 해석을 다시 수행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PRIDE 시설의 주요 장치들의 위치하는 2층 바닥에는 1,000 kgf/m2의 분포하중을

적용하였다. 아래에서 하중 단위는 kgf/m2 이다. 구조재료의 강도는 콘크리트의 경우

21 MPa, 철근의 경우 240 MPa로 가정하였으며, 표 3-1-7은 수직하중에 대한 보 부



재의 구조 안전성 검토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부재의 설계 강도

내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만족하고 있다.

표 3-1-7. 수직하중에 대한 보 부재의 구조 안전성

부재명
설계강도 소요강도(1.4D+1.7L)

판정모멘트 (t.m) 전단력(t) 모멘트(t.m) 전단력(t)
단부 중앙부 단부 단부 중앙부 단부

2G1 (J∼K/9)

(350×670)
28.6 20.1 23.6 16 7.6 15 적합

2G2 (I∼J/8a)

(350×670)
36.6 36.6 26.6 23.4 15 22.6 적합

2G5 (E/8a∼9)

(450×770)
80.7 80.7 46.6 45.3 50 32.2 적합

2G5-1 (L/8a∼9)

(400×770)
67.84 67.84 44.22 34.5 24.5 21.6 적합

2G5-2 (L/8a∼9)

(450×770)
91.8 91.8 46.6 46 46.2 31.5 적합

2G6-2 (K/8∼8a)

(450×570)
43.9 43.9 33.84 27 8.2 18.5 적합

2B1 (J∼K/8a∼9)

(350×570)
30.1 19.9 19.5 22.7 18.6 19.2 적합

2B2 (I∼J/8a∼9)

(300×470)
9.9 15.3 14.3 - 13.2 13 적합

2B6 (K∼L/8a∼9)

(400×470)
24.1 28.8 17.1 - 25.1 15.6 적합

  바. PRIDE시설 부대설비 구성 개념 및 설계요건

   (1) 아르곤 시스템설비

PRIDE 시설에 설치되는 아르곤 분위기 모의셀은 일정 수준의 Inert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아르곤가스 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아르곤가스 시스템의 구성은 아르곤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액체 아르곤 저장 및 공급설비, 모의셀의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한 아르

곤가스의 순환 및 냉각설비,  모의셀의 Inert 기준조건의 유지를 위한 정제설비, 모의

셀의 압력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과압조건 및 외부로부터 Air의 역류로 인한 시

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출설비 등으로 계통이 구성된다. 

그리고 아르곤가스 배출설비와 모의셀 내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모의셀 내부로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Inert 분위기를 Air 분위기로 바꾸기 위하여 Air ventilation 시

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통이 구성된다.

아르곤 시스템의 계통 구성 개념은 당초 Air 분위기 모의셀과 아르곤 분위기 모의

셀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나 추후 검토 과정에서 아르곤 분위

기 모의셀만을 설치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그림 3-1-8에 표기된 개념도



와 같이 아르곤 시스템의 구성을 확정하였다.

그림 3-1-8. PRIDE 시설 Ar 시스템 구성 개념도 (상: 변경전, 하: 변경후)

   (2) 전기 및 유틸리티 공급설비

    (가) 전기설비

PRIDE 시설에서 활용할 예비선로 전기설비는 6.6 KV 수전반과 6.6 KV/440 V 변

압기로 구성된 변전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안전진단 결과 30년 이상 경과된 노

후설비로서 교체가 불가피 하여 신규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배전설비를 철

거하고, 6.6 KV/ 440 V, 3상, 60 HZ, 1,000 KVA 용량의 배전설비가 설치되어야 한

다.

전원공급 계통도는 기존 배전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기존 배전설비를 그대로

나두고 전기실의 잔여 공간만을 활용하여 배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기존 전

기실의 노후설비를 해체하고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요 공사비는 다소 높으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존 노후설비를 해체하고 재배치하는 방안

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나) 유틸리티 공급설비

화재탐지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는 화재감지기와

수동 조작에 의해 경보를 발하는 수동 발신기 및 화재 수신반으로 구성된다. PRIDE 

시설의 경우 기존 설비가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설계과정에서 감

지기는 모의셀 내부 등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으나 발신기 및 화재 수신반은 기존설비

를 활용하게 된다.

- 화재 수신반 : P형 1급 수신반, 벽취부형, 15 회로 구성

- 화재 감지기 :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및 정온식 감지기가 사무실, 복도 및 시설

                   전역에 설치됨

- 수동 발신기 : 시설 구역별로 13 개소에 설치됨



변환시설로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연구원 중앙공급소에서 배관을 통해 공급되며, 시

설 내 인입 분기점은 기존 변환시설 남쪽 샤터 옆의 지하 공동구에서 분기되어 변환시

설 입구 내부에 설치된 2 inch pipe header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다. 

PRIDE 시설에 압축공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1층에 추가로 설치하고, 각 층 별

로 필요한 곳에서 분기하여 사용하도록 1/2 inch pipe header만 설치하여 필요한 공

정장치마다 분기하여 연결 사용하도록 한다.

냉각수 공급시스템은 냉각수 저장조, 모의셀 내 공정장치 냉각수 순환펌프 및 모의

셀 외부 공정장치 냉각수 순환펌프, 냉각기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공급조건을 기준으

로 설계된다.

- 공급유량 및 압력

  ·모의셀 내 공정장치 : 100 ℓ/min, 부압조건

  ·모의셀 외부 공정장치 20 ℓ/min, 양압조건

- △T : 15 ～ 20 ℃

2. PRIDE시설 기본 및 상세설계

  가. PRIDE 시설 설계용역 발주

PRIDE 시설 설계용역은 2차에 걸쳐 발주되었으며,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작성된 설계지침서 내용 및 설계용역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지침서

    (가) 설계용역 명칭

  - 1차 설계용역 :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 (PRIDE : PyRoprocess Integrated 

DEmonstration facility)  설계용역

  - 2차 설계용역 : PRIDE 시설 공정장치 설계와 연계한 실시설계 용역

    (나) 설계용역 수행 목적 및 배경

기존 변환시설 개조를 위하여 건물 개조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와 상세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되는 공정장치의 설계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이 추가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수행된 PRIDE 시설의 설계 수정보완을 포함한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다.

    (다) 설계용역 내용

  - 1차 설계용역 : 공정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구조물, 모의 핫셀

구조체, 운전장비, Argon 계통 및 환기계통 설비, 전기계장 설

비, 화재방호 설비 등 설계, 방사선 안전성분석 및 KINS 인허

가 관련 기술적 지원 업무



  - 2차 설계용역 : 공정장치와 연계되는 구조물, 모의 핫셀 구조체, 운전장비, 

Argon 계통 및 환기계통 설비, 전기계장 설비 등 설계 수정

보완 및 KINS 인허가 관련 자료의 수정보완 업무

    (라) 설계용역 일정관리

1차 설계용역의 일정관리는 설계용역 수행업체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그림

3-1-9(1차 설계용역 일정표)와 그림 3-1-10(2차 설계용역 일정표)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수행일정을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일정에 따라 월별, 분기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

도록 관리하였다.

설계용역과 관련된 계약사항 등 행정 및 사업관리 업무와 건축 및 건물설비 분야는

주로 시설팀에서 주관하였으며, 시설의 설계와 관련된 기술분야는 연구과제의 각 담당

자들 주관 하에 시설팀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3-1-9. PRIDE 시설 1차 설계용역 수행 일정표

역무항목
2009년

비고
5 6 7 8

자료 조사 및 수집

구조/건축 설계

기계계통 설계

배관/덕트 설계

전기 설계

계측제어 설계

인허가 (SAR 작성 등)

그림 3-1-10. PRIDE 시설 2차 설계용역 수행 일정표



  나. PRIDE 시설 주요설비 배치

PRIDE 시설의 주요설비는 대부분의 공정장치가 설치되는 아르곤 분위기 모의셀과

모의셀에 부착되거나 설치되는 셀장비, 공정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모의셀의 불활성 분

위기 기준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아르곤가스 계통설비, 환기설비, 전기설비, 냉각수 및

압축공기 공급을 위한 유틸리티 공급설비로 구성되며, 설비의 기능 및 특성, 모의셀과

공정장치와의 연계성과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PRIDE 시설 주요설비의 배치

설계를 수행하였다.

PRIDE 시설의 1층의 주요 설비 배치는 그림 3-1-11에 표기된 것과 같이 PRIDE 

시설 건물 옥외 서편에 기존 변환시설에서 고압가스 공급설비(질소 및 암모니아 가스)

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공간에 아르곤가스 공급을 위한 액체 아르곤 저장조와 기화기

및 압력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배관을 통하여 1층 PRIDE 시설 내부로 연결되도록 배

치하였으며, PRIDE 시설에서 사용되는 열원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설비도 인접하여 설

치되도록 배치하였다.

PRIDE 시설 내 1층에 설치되는 아르곤가스 순환 및 냉각설비는 아르곤가스 순환

Blower, 냉각 열교환기, 아르곤가스 Header와 배관으로 구성되며, 2층에 설치되는 모

의셀의 온도 제어를 주목적으로 설치되므로 장비의 배열 및 배관 arrangement를 배관

loop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고려하여 모의셀 바로 하부 1층에 설치되도록 배치하였다.

아르곤가스 정제설비는 모의셀 내 산소 및 수분 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설비로서 정

제 Column 및 순환 Blower, 관련 배관으로 구성되며, 아르곤가스 순환 및 냉각설비와

연계되어 작동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접하여 설치되도록 배치하였다.

아르곤가스 배출설비는 모의셀 내 압력제어를 위한 설비로 Seal Pot, 배기 Fan, 관

련 배관으로 구성되며, 배출 기능 및 환기설비로의 배출을 고려하여 3층 환기설비가

설치되는 하부 1층에 설치되도록 배치하였다.

Transfer Lock 장치는 공정장치의 모의셀 내 반입, 반출이 모의셀의 Inert 분위기

를 저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장비로서 모의셀 내 공정장치 배치

개념과 PRIDE 시설 내 장비 주 출입구 위치를 고려하여 별도의 격리된 공간 내에 설

치되도록 배치하였다.

그림 3-1-11. PRIDE 시설 1층 배치도



PRIDE 시설의 2층에는 그림 3-1-12에 표기된 것과 같이 아르곤 분위기 모의셀 구

조물과 셀내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셀장비들이 설치되며, 셀장비로는 모의창, 원격조작

기(MSM), 양팔형조작기, 인셀크레인 및 호이스트, 셀조명, 터보간 및 Small transfer 

rock 셀에 부착되어 배치된다.

모의셀 구조물 전면에는 개구부가 설치되어 모의셀 내로 연결되는 닥트 및 배관, 배

선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각 공정장치별로 전원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제어

반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설계하였다.

2층으로의 장비 반입, 반출을 위하여 PRIDE 시설 내 장비 주 출입구 위치 인접 지

역에 별도의 대형 개구부를 추가로 설치하고, 상부에 전동 호이스트가 설치되도록 배

치하여 장비의 층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고려하였다.

그리고 모의셀 내 공정장치로 공급되는 냉각수의 특수한 공급조건을 고려하여 모의

셀 내 냉각수 순환공급을 위한 순환펌프는 2층에 배치되도록 설계하였다. PRIDE 시설

의 3층에는 그림 3-1-13에 표기된 것과 같이 환기설비만이 설치되도록 고려하였으며, 

환기설비는 배기 Fan, Filter Bank, Stack 및 배기 감시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환기

설비에는 건물환기는 물론 모의셀 아르곤가스 배출 닥트도 연결되어 배출되도록 설계

되었다.

그림 3-1-12. PRIDE 시설 2층 배치도

그림 3-1-13. PRIDE 시설 3층 배치도



  다. PRIDE 시설 건축 및 구조물 설계

   (1) 건물 외관 리모델링

기존 변환시설의 경우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서 외관 및 건물 내 비관리구역 일

부 시설의 개보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외관은 그림 3-1-14의 입면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존 벽체에 폴리메탈 sheet를 덧

씌우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그림 3-1-14. PRIDE 시설 건물 외관 입면도

   (2) 프레임 설계

    (가) 해석 모델 

  - 사용 프로그램 : MIDAS Gen 

  - 모델링 : 보요소 및 유한요소 모델 (그림 3-3-15 참조)

그림 3-1-15. PRIDE 시설 전체 구조물 모델

    (나) 해석 결과 

해석 결과 각 층에서의 보의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그림 3-1-16 ~ 3-1-18과 같으

며, 하중이 주로 집중되는 2층(EL. 4 m)의 보 처침 현상은 그림 3-1-19에 표기된 것



과 같다.  이를 기준으로 PRIDE 시설의 설계하중을 적용한 기존 구조물의 단면 및 배

근된 철근을 검토한 결과 모의셀 구조물 하부의 보의 최대처짐량이 11 mm(EL. 4m 

2B1)로서 허용처짐량 (L/240) 22 mm를 만족하므로 모든 부재가 별도의 보강 없이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림 3-1-16. PRIDE 시설 EL. 4 m 보-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림 3-1-17. PRIDE 시설 EL. 7 m 보-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림 3-1-18. PRIDE 시설 지붕 보-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림 3-1-19. PRIDE 시설 EL. 4 m 보 처짐도



    (다) 건물 구조계획도 

 PRIDE 시설의 경우 구조변경이 일부 있으나, 구조물의 비정형성에 대한 영향이

없는 설계변경이고, 구조변경에 의한 하중 증감이 미소하여 구조변경이 기존부재에 작

용하는 지진력을 5 % 이상 증가시키지 않으며, 구조변경이 내진 저항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구조변경이 불안전한 상태를 초래하지 않으나 본 구조물

에 KBC 2005에 따른 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경우 측면 날개에 기존의 조적벽을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으로 개조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나 본 시설의 건물

구조물 여건과 시설 용도 및 인허가 요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프레임 보강건 필요하

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하중이 집중되는 2층의 구조계획도를 그

림 3-1-20와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1-20. PRIDE 시설 2층 구조설계도

   (3) 구조물 설계

    (가) 해석 모델 

  - 프로그램 : MIDAS-Gen

  - 보 요소 프레임 모델 적용

해석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모의셀 프레임의 골조와 바닥의 보를 분리하여 설계

를 수행하였으며, 해석 모델은 그림 3-1-21과 그림 3-1-22에 표기된 것과 같이 모의

셀 프레임 모델과 모의셀 플로어 모델로 분리하였다.



그림 3-1-21. 모의셀 프레임 해석

모델

그림 3-1-22. 모의셀 플로어 해석

모델

    (나) 해석 결과 

해석 결과 모의셀 프레임 및 플로아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그림 3-1-23와 3-1-24

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플로어 보(H Beam 200 x 200 x 8 x 12)의 최대

응력비가 0.64로서 1.0 이하이며, 최대처짐량도 11 mm로서 허용처짐량(L/240) 20 

mm 이하로 설계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석 과정에서 셀 벽체

하부의 변위가 21 mm인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이는 벽체의 프레임 및 라이닝을 반영

하지 않고 프레임 모델을 단순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실제 처짐량은 극히 작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라이너 플레이트에 대한 해석은 폭 0.7 m, 길이 1 m, 두께 10 mm, 

설계하중 1 ton/m2, 부압하중 0.3 ton/m2을 기준으로 해석결과 그림 3-1-25와 같이

최대응력 2,010.6 ton/m2, 최대 처짐은 벽체의 경우는 1 mm, 천정과 바닥의 경우는

5 mm로 확인되었다. 기둥 및 지붕(H Beam 200 x 200 x 8 x 12)에 대한 응력해석

결과 최대응력비가 0.45로서 기준치 1.0 이하이므로 전체 해석결과는 모의셀 구조물

설계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23. 모의셀 프레임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림 3-1-24. 모의셀 플로어

모멘트 다이어그램

   

2062.3 1917.3 1565.7 1246.3 953.3 953.3 1246.3 1565.7 1917.3 2062.3

1867.0 1787.3 1556.9 1438.6 1388.9 1388.9 1438.6 1556.9 1787.3 1867.0

1475.3 1479.5 1589.0 1696.5 1731.1 1731.1 1696.5 1589.0 1479.5 1475.3

1141.1 1399.5 1686.0 1878.4 1941.3 1941.3 1878.4 1686.0 1399.5 1141.1

881.1 1353.4 1720.0 1939.0 2010.6 2010.6 1939.0 1720.0 1353.4 881.1

881.1 1353.4 1720.0 1939.0 2010.6 2010.6 1939.0 1720.0 1353.4 881.1

1141.1 1399.5 1686.0 1878.4 1941.3 1941.3 1878.4 1686.0 1399.5 1141.1

1475.3 1479.5 1589.0 1696.5 1731.1 1731.1 1696.5 1589.0 1479.5 1475.3

1867.0 1787.3 1556.9 1438.6 1388.9 1388.9 1438.6 1556.9 1787.3 1867.0

2062.3 1917.3 1565.7 1246.3 953.3 953.3 1246.3 1565.7 1917.3 2062.3

그림 3-1-25. 모의셀 플로어

라이너 응력도

    (다) 구조계획도 

모의셀은 공정장치가 설치되는 아르곤 분위기 철골 구조물로서 바닥보, 기둥 및 기

타 보강재로 구성된다. 모의셀 구조물은 셀 구조물에 설치되는 Tranfer Lock, 원격조

작기, 모의창, 크레인 등 셀장비의 기능 및 구조가 반영되어 설계되었다. 철골구조물의

바닥보와 기둥은 H 형강(H200 x 200 x 8 x 12), 기타 보강재로는 C형강(C200 x 90 

x 8 x 13.5)과 L형강(L100 x 100 x 10)으로 구성되며, 구조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모

의셀 구조물의 구조계획도를 그림 3-1-26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1-26. 모의셀 철구조물 구조계획도

  라. PRIDE 시설 셀장비 설계

   (1) Large equipment transfer lock system

Large equipment transfer lock system은 셀 내의 산소, 수분의 농도 및 부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셀 외부에서 셀 내부로 또는 셀 내부로부터 셀 외부로 비교적 규



모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운 공정장치, 공정물질 및 기타 장비를 이송시키기 위한 장치

로서 직경 2,200mm 높이 2,200mm 크기 이하의 공정장치 운반이 가능하도록 챔버의

크기를 내경 2,598mm 높이 2,300mm로 그림 3-1-27과 같이 대형장비 이송장치를

설계하였다. 챔버 상부 플랜지와 상부 뚜껑의 개폐 시 이중 seal의 측면 밀림이 거의

없도록 설계하였으며 챔버 상부 플랜지와 뚜껑의 접속부는 이중 seal 상부와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4개의 토글 클램프를 적용하여 셀 내부의 산소, 수분의 농도 및 부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중 seal 상부로 하고 이중 seal의 손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이

중 seal 사이에 투입되는 0.7psi 압력의 아르곤 가스 주입 배관 상에 부유식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중 seal의 손상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림 3-1-28과 같이 설

계하였다. 4개의 스크류를 이용하여 하부 테이블이 상하로 구동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챔버 하부 플랜지와 하부 테이블간의 접촉압력을 확실하고 일정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대형장비를 하부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부 테이블

장치가 구동 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챔버 상부 플랜지의 이중 seal은 우산살과 유

사한 지그를 이용하여 천장 크레인과 원격조종기를 이용한 원격교체 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또한 챔버 하부 플랜지와 장치류가 안착되는 하부 테이블의 접속부도 이중

seal 상부로 하고 이중 seal의 손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이중 seal 사이에 주입되

는 0.7psi 압력의 아르곤 가스 주입 배관 상에 부유식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중 seal의

손상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상부 뚜껑과 하부 테이블

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interlock system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상부 뚜껑은 비록

clamping 장치의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셀 내의 -300mmAq의 최저부압에도 열리지 않

도록 설계하였으며 상부 뚜껑 개폐 구동 모터의 원격유지보수는 천장 크레인에 특수하

게 설치된 호이스트로 원격 탈착 및 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상부 뚜껑 밀폐용

토글 클램프는 원격조종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탈착 및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챔버 내부를 아르곤 가스 또는 공기로 purge 할 수 있도록 진공펌프와 아르곤

가스 및 공기 주입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소형장비 이송장치로 이송이 불가능

한 크기 및 무게의 장비를 이송하기 위한 바스켓 및 바스켓을 싣고 이동 및 보관시킬

수 있는 바스켓 카트를 설계하였다.

그림 3-1-27. 대형장비 이송장치 조립도



그림 3-1-28. 대형장비 이송장치 챔버 상부 뚜껑부 도면

   (2) Small equipment transfer lock system

Small equipment transfer lock system은 셀 내의 산소, 수분의 농도 및 부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셀 외부에서 또는 셀 내부로부터 작은 크기나 적은 중량의 공정

물질, 공구 및 기타 장비를 이송시키기 위한 장치로 가로 850mm 세로 250mm 높이

400mm  크기 이하 또는 30kg 이하의 공정물질 등의 운반이 가능하도록 챔버 내부

양쪽 면에 이중 가이드를 도입한 서랍식으로 그림 그림 3-1-29와 같이 설계하였다. 

챔버 내부 및 외부 도어의 개폐 시 이중 seal의 측면 밀림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도

어의 밀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8개의 토글 클램프로 체결되

고 챔버 내부 및 외부 플랜지와 도어의 접속부는 셀 내부의 산소, 수분의 농도 및 부

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중 seal 구조로 하였으며 이중 seal 사이에 주입되는 최

7psi 압력의 아르곤 가스 주입 배관 상에 부유식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중 seal의 손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였고 원격으로 seal의 교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내부 도어와 외부도어가 동시에 열리지 않는 interlock system을 갖추었

으며 챔버 도어 밀폐용 토글 클램프는 원격조종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탈착 및 부착

이 가능하도록 챔버를 설계하였으며 챔버 내부를 아르곤 가스 또는 공기로 purge 할

수 있도록 진공펌프와 아르곤 가스 및 공기 주입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3-1-29. 소형장비 이송장치 조립도



   (3) Window
Window는 셀 내의 공정장치의 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사각지역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실 투시창의 크기는 가로 1,010mm 세로 800mm 두께 76mm로 그

림 3-1-30과 같이 설계하였다. Window의 투명창은 셀 내의 최저 부압인 -300mmAq

와 최대압력인 63.5mmAq에 견딜 수 있도록 15mm 두께의 투명 폴리카보네이트판과

투명 폴리카보네이트판의 중간에 십자로 폭 10mm 두께 25mm의 스테인레스 보강 격

자를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PRIDE 셀 내의 부압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투명창이므로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투명창의 크기는 가로 1,240 mm, 세로 980 mm로 4

절점 쉘요소 2,000개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모델링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 재료의 밀도

는 1,200 kg/m3, 탄성계수는 2 GPa, 인장강도 56 MPa이다. 재료거동은 선형탄성을

가정하고 포와송의 비로는 0.00001을 사용하였으며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한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아르곤분위기 셀의 부압조건이 -300mmAq이므로 이 값을 투명창

표면에 분포하중으로 적용하였고, 경계조건으로는 투명창의 가장자리 절점들에 대해

고정 변위조건을 적용하여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구조해석결과 폴리카보네이트 투명창

의 최대 변위량은 1.6mm이고, 최대응력은 1.5MPa로 안전율은 37이며 보강 격자의

최대 변위량은 1.5mm이고, 최대응력은 110MPa로 안전율은 1.8로 해석결과를 그림

3-1-31에 나타내었다. Window 프레임과 투명창과의 접속부는 셀 내의 산소, 수분의

농도 및 부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중 seal 구조로 하여 이중 seal 사이에 주입되는

0.7psi 압력의 아르곤 가스 주입 배관 상에 부유식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중 seal의 손

상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였으며 그로브 박스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이중 seal 및 투명 폴리카보네이트판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셀 내의 산소와

수분의 농도 및 부압을 유지하면서 폴리카보네이트 투명창을 교체하기 위하여 window 

프레임의 바깥쪽으로는 이중 seal 및 투명 폴리카보네이트판을 원격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로브 박스 부착용 나사 탭을 설치하였으며 이중 seal돠 투명 폴리카보네이트판

을 원격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로브 박스를 -50mmAq의 부압에 견디도록 그림 3-1-32

와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1-30. 투시창 조립도



변위 분포 (-8 inH2O)

응력 분포 (-8 inH2O, 보강재)

1.0 mm

73 MPa

1.5 mm

변위 분포 (-12 inH2O)

응력 분포 (-12 inH2O, 보강재)

110 MPa

1.1 mm 1.6 mm

그림 3-1-31. 투시창 해석 결과

그림 3-1-32. 투시창 원격유지보수용 그로브

박스 도면

 (5) Gravity tube
Gravity tube는 셀 내의 산소, 수분의 농도 및 부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셀 내로

작은 공구 및 시편을 투입하기위한 장치로 외경 140mm 길이 330mm이하 크기의 공

구류 등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10-4torr에 상응하는 6 in ball valve와 튜브로 그림

3-1-3314같이 설계하였으며 gravity tube의 최상부Ðorrube 내부로 이물질의 반입을

막기 위한 sealing 플랜지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lock tube의 상부 및 하부Ð 위

치한 2길이ball valveor동시에 열리지 않도록 interlock system을 갖추도록 설계하였

다. 



그림 3-1-33. Gravity tube 조립도

 (6) 천장 크레인

셀 내의 천장 크레인을 원격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고장난 천장 크레인을 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가 설치된 위치로 천장 크레인 거더 및 트롤리를 이동시킬 수 있고 인

양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고장난 천장 크레인을 대체할 또 하나의 천

장 크레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셀 내에는 천장 크레인 한 대만 설치되므로 셀 내의 산

소 및 수분의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원격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천장

크레인에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 및 어려움이 있다. 셀 내의 천장 크레인의 용

량은 2.8ton으로 크레인 거더로 부터 트롤리의 인양 주 모터와 횡행 주 모터 고장시

보조 모터로의 절체가 가능하고 트롤리를 거더로부터 탈착 및 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그림 3-1-34와 같이 설계하였고 주행 주 모터 고장 시 보조 모터로 절체가 가능하고

천장 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로 주행 주 모터 및 보조 모터를 원격으로 탈착 및 부착

이 가능하도록 그림 3-1-35와 같이 설계하였다. 셀 내에서 공정장치의 안전한 크레인

이동을 고려하여 천장 크레인의 인양 속도는 모7m/min 이하로 하고 주행 및 횡행 구

동속도는 모2m/min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트롤리와 주행 및 횡행 주 모터

와 보조 모터를 원격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탈착 및 부착할 경우 이들과 연결된 전

선 및 리미트 선도 동시에 탈착 및 부착될 수 있는 pick up brush 구조로 설계하였다. 

천장 크레인 트롤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large equipment transfer lock system을

이용하여 트롤리를 셀 밖으로 반출하거나 셀 내부로 반입하기 위한 트롤리 받침대와

반출입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림 3-1-34. 천장 크레인 트롤리 조립도

그림 3-1-35. 천장 크레인 주행장치 조립도

 (7) 천장 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

천장 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를 셀 내의 산소 및 수분의 동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원격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하는데 설치공간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셀 내의 최상부에 설치되는 천장 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는 천장 크레

인의 트롤리와 주행 주 모터와 보조 모터를 원격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장치로 그림

3-1-36과 같이 설계하였다. 천장 크레인의 트롤리와 주행 주 모터와 보조 모터를 원

격으로 탈착 및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인양된 트롤리 및 구동모터가 회전하지 않도록

이중 로울러 체인과 이중 스프로켓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천장 크레인 호이스트의

구동장치의 구동축은 이중 oil seal을 적용 및 아르곤 가스 주입 시스템을 적용하여 셀

내의 산소, 수분의 농도 및 부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그림 3-1-36. 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 조립도

 (8) 셀 조명기구

셀 조명기구는 원격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특히 조명기구의 전

구를 원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조명기구 본체를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로 본

체를 window의 위치로 내릴 수 있고 window 쪽으로 조명기구 본체의 회전이 가능하

고 조명기구 전면 그릴의 상부와 본체가 회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조명기구 본

체로부터 그릴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전구의 기능소멸 시 소모관에서 전구를

회전시켜 분리하거나 체결하는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

로 전구, 소모관 및 전선을 함께 교체하는 것으로 그림 3-1-37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3-1-37. 셀 조명기구 조립도



 (9) Feedthrough
Feedthrough는 셀 내에 설치된 셀 장치 및 공정장치에 전기, 아르곤 가스 및 냉각

수 등을 공급 및 배출시키기 위하여 전기, 아르곤 가스 및 냉각수 등을 셀 내부와 외

부를 연결시키기 위한 장치로 그림 3-1-38∼3-1-41은 설계된 feedthrough 설치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feedthrough의 용량 및 크기에 따라 적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feedthrough 부착용 판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그림 3-1-42는 설계된 대표적

인 각종 feedthrough 도면이다. Feedthrough가 부착되는 판과 feedthrough의 접속부

는 셀 내의 산소, 수분의 농도와 부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중 seal 구조로 설계되고

이중 seal 사이에 주입되는 0.7psi 압력의 아르곤 가스 배관 상에 부유식 유량계를 설

치하도록 설계하여 이중 seal의 손상여부를 판별eal의 손상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셀

내의 산소, 수분의 농도 및 부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격으로 seal 및 feedthrough의

유지보수 가능하도록 -50mmAq의 부압에 견딜al의 손상그로브 박스를 설계하였다. 그

리고 제작 설치된 feedthrough는 전류 통전 시 전도체에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열

로 인하여 이중 씰링의 손상 및 송전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전류 용량에

대하여 설계된 feedthrough의 성능을 검증하여 실제 feedthrough의 설계에 반영하고

자 feedthrough 시험용 장치에 3kw의 전열기 용량에 해당하는 feedthrough의 전도체

단면적이 다른 6 종류를 제작 설치하여 각 feedthrough 별로 장시간 3kw의 전열기에

통전시키면서 feedthrough에 대한 통전 및 열적 시험을 할 예정이다.

그림 3-1-38. 셀 천장 크레인 feedthrough 설치 도면



그림 3-1-39. 고 하중 조작기 feedthrough 설치 도면

그림 3-1-40. 셀 내의 산소, 수분의 농도와 부압 측정용 feedthrough 설

치 도면

그림 3-1-41. 셀 장치용 feedthrough 설치 도면



그림 3-1-42. 대표적인 각종 feedthrough 도면

  마. 아르곤 시스템 및 환기설비

   (1) 아르곤 시스템

파이로공정의 주요 공정장치가 설치되는 모의셀은 공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셀에 요구되는 아르곤 가스를 공급하고, 셀 외

부의 공기 유입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아르곤 가스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르

곤 정제설비를 설치하고 오염된 아르곤가스를 순환시켜야 한다. 냉각 시스템은 밀폐된

셀에서 공정장치의 운전과 조명을 위한 전등에서 발산하는 많은 열을 아르곤 분위기의

온도와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로 방출하여야 한다. 아르곤 가스 정제 및

냉각시스템은 아르곤 가스 공급계통, 아르곤 가스 정제계통, 아르곤 가스 냉각계통, 압

력 및 온도 제어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아르곤 저장 및 공급 시스템

아르곤 가스 공급계통의 설계범위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고압 액체 아르곤 저장

tank로부터 각 아르곤 가스 소요처의 최종 차단밸브까지며, 기화기, 압력 조절밸브, 안

전밸브, 그리고 관련 배관 및 계기류를 포함하여 그림 3-1-43의 계통도와 같이 구성

하였다.

아르곤 모의셀에 공급되는 라인은 ① 초기 충진시의 공급라인, ② 정상운전 상태에

서의 공급라인, ③ 공정장치로의 공급라인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며, 공정장치로 공급되

는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9999 % 이상, 아르곤의 압력은 3 kg/cm2 이하로 한다. 

또한, 아르곤 공급시스템은 사고에 대비하여 고압아르곤 가스 용기(bottle)랙을 설치하

여 비상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하였다. 



그림 3-1-43. 아르곤 저장 및 공급시스템 계통도

    (나) 아르곤 정화시스템

부압이 유지되는 모의셀에 누설 등의 원인이 발생하여 외부의 공기가 유입 될 경우

에 모의셀 내부의 아르곤가스 순도가 기준조건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아르곤

가스 공급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아르곤가스를 공급하고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

면서 모의셀의 아르곤가스 순도를 관리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아르곤가스 소

모에 따른 비용이 과다 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르곤가스의 경제적인 활용과 방사성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측

면에서 고려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르곤가스를 그림 3-1-44의 계통도에서와 같이 순환

하고 정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3-1-44. 아르곤가스 정화시스템 계통도



    (다) 아르곤 냉각/순환 시스템

아르곤 모의셀은 공정장치들을 500 °C 이상으로 가열하고, 조명을 위하여 백열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셀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셀 내부 온도의 급격한 상

승은 셀 압력을 상승 시킬 뿐만 아니라 셀에 설치된 설비물의 손상을 초래 할 수 있

다. 아르곤 모의셀에서 압력의 변화는 셀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변화, 외부기온의 상

승에 의한 변화, 대기압의 변화에 따른 압력변화가 있으나, 외부 요인은 큰 영향을 미

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냉각하여 순환함으로

서 셀 내부 온도 및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된다. 

아르곤 모의셀 냉각/순환계통의 구성은 그림 3-1-45의 계통도와 같이 모의셀에서

HEPA Filter를 거쳐 나오는 분기관을 연결하는 Header와 냉각기, 순환팬과 냉각된 이

르곤가스를 모의셀로 공급하는 닥트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1-45. 아르곤 모의셀 냉각/순환 시스템 계통도

    (라) 아르곤 배출계통

아르곤가스 배출시스템은 모의셀 내부에 과압이 형성되거나 과도한 부압이 형성되

는 경우 모의셀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며, 그림 3-1-46의 계통도와

같이 대용량 배기팬, 소용량 배기팬, 배기용 Seal pot, R/V Seal pot, 릴리프 밸브, 배

관 및 관련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46. 아르곤가스 배기시스템 계통도



   (2) 건물환기설비

환기설비는 작업자를 유해성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되며, PRIDE 시설의

Air 환기설비는 아르곤 셀을 제외한 건물 내부의 공기를 건물 외부로 정상 배기하는

기능을 가지며, 배기 공기를 여과기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함으로서 유해물질을 효과적

으로 제거하여 환경으로 직접 방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르곤 모의셀의 경우 셀 내부 압력이 기준치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 할 경우 배기

팬 또는 안전밸브를 통하여 아르곤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때 건물 환기계통의 닥트를 통

하여 방출한다.

건물 환기시스템의 계통구성은 그림 3-1-47와 같이 배기팬과 Filter Bank를 거쳐

Stack을 통하여 배출되며, 아르곤가스 배출도 환기계통을 통하여 최종 배출된다.

그림 3-1-47. 환기시스템 계통도

3. PRIDE 시설 구축

  가. 구축일정

PRIDE 시설 공사 일정 계획은 그림 3-1-48의 당초 일정에 표기된 것과 같이

2010년 8월에 시공업체의 선정을 완료하고, 2009년 8월 24일에 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 장비들에 대한 시운전을 시작하도록 계획하

였다. 그러나 기존 변환시설의 제염해체작업이 지연되어 일부 비관리구역의 공사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변환시설 제염해체 일정이 2010년 6월에 완료되고, 관련 잔여

소요 예산의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기준으로 2011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48. PRIDE 시설 공사 일정 계획

  나. 건축공사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 외관공사와 내부 공간 재배치 공사로 구분되며, 건물 외관공

사는 건물 외부 미관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체 건물벽을 50 mm 두께의 Poly Metal 소

재의 판넬로 시공하고, 3층 전시실로 출입할 수 있는 옥외 계단을 추가하며, 배수관 교

체 및 옥상 조경공사 등을 수행하여 그림 3-1-49의 사진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건

물 내부 재배치를 위한 공사는 시설의 출입관리시설의 위치가 당초 1층에서 주 작업구

역인 2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입관리설비의 설치를 위한 내부 개조공사와 3층 비관리

구역을 전시실로 개조하기 위한 건물 마감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1-49. PRIDE 시설 외부 리모델링 공사 사진



  (1) 건물 내부 개조공사

건물 내부 개조공사는 변환시설의 제염해체 작업이 종료되지 않아 일부 제염이 종

료된 구역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행된 공

사 내역은 모의셀이 설치되는 2층과 3층의 Opening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3층 Floor

를 절단하는 작업과 2층에 모의셀이 설치되는 전면의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

한 벽체 이설 작업만을 완료하고(그림 3-1-50 참조), 관리구역 내 창문을 막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잔여 작업은 변환시설의 제염해체 작업이 종료된 후에 가능

하여 대기 중에 있다.

그림 3-1-50. PRIDE 시설 내부 개조공사 사진

  (2) 셀 구조물 제작

아르곤분위기 모의셀의 내부 제원은 길이 40.3 m, 폭 4.8 m, 높이 6.428 m의 크

기로 최저 -300 mmAq의 부압과 최대 63.5 mmAq의 압력뿐만 아니라 2.8 ton 천장

크레인의 자체 하중 및 인양하중, 그리고 고하중조작기의 자체 하중 및 인양하중에 충

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주 지지재인 일반구조용 탄소강인 H-형강(200×200×8×12)

과 보조 지지재인 일반구조용 탄소강인 C-형강(200×80×7.5×11)을 조합하여 고장력

볼트로 체결한 구조물로 제작, 조립된다.

 그림 3-1-51 및 그림 3-1-52는 모의셀 천장면과 모의셀 바닥면 구조물 조립도로

서 특히 셀 바닥은 셀 내의 부압과 공정장치에 의한 하중이 크므로 최대 2.8ton의 공

정장치의 하중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고 1개의 대형이송장치, 14개의 HEPA filter 

bank와 40여개의 feedthrough 유도관이 설치됨으로 H-형강과 C-형강을 조밀한 등

간격으로 제작, 조립 되도록 하였다.



그림 3-1-51. 모의셀 천장면과 바닥면 구조물 조립도

그림 3-1-52. 모의셀 좌측 및 우측벽 구조물과 셀 단면 구조물

조립도

  다. 셀장비 제작

   (1) Large equipment transfer lock system

Large equipment transfer lock system은 모의셀 내에 설치되는 대형장비를 모의

셀 내 아르곤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입출하기 위한 장비로서 하부 테이블 장치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모두 스테인레스 304 재질로 제작되었다. 그림 3-1-53 ~ 

3-1-57은 대형이송장치 부품의 가공 및 가공품을 나타낸 사진이다.



그림 3-1-53. 대형이송장치의 챔버

가공사진

 그림 3-1-54. 대형이송장치의 챔버 및

이송 바스켓 사진

그림 3-1-55. 대형이송장치의 하부

테이블 프레임 사진

그림 3-1-56. 대형이송장치의 하부

테이블 부품 사진

그림 3-1-57. 대형 이송장치의 하부 테이블 가공품 사진

   (2) Small Equipment Transfer Lock System

Small equipment transfer lock system은 공정시료 또는 소형 장비를 모의셀 내로

반입, 반출하기 위한 장비로서 카트 및 슬라이더는 알루미늄 재료로 가공 후 산화피막

처리를 수행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부품의 재료는 스테인레

스 재질의 재료로 가공되었다. 그림 3-1-58는 소형이송장치의 전체 조립도이다. 챔버

내부의 하단 양쪽과 양쪽 측면에는 카트를 구동시키기 위한 레일이 조립되며, 양쪽 플

랜지에는 오링을 이중으로 삽입시키기 위한 오링 홈과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키기 위한

통로가 가공되었다.



그림 3-1-58. 소형이송장치 조립도

   (3) Window

모의셀 내부 투시를 위해 설치되는 Window는 투명창으로 사용된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밀폐 고정용 스터드 볼트

는 스테인레스 모재와의 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막 처리된 고탄소강 카본 재질로

제작하였다. 그림 3-1-59은 넓은 강판에서 투시창 프레임의 형상에 맞도록 절단하는

장면의 사진이며 그림 3-1-60은 절단된 프레임과 황삭 가공한 프레임의 열응력을 제

거하기 위한 열처리공정의 사진이다. 그림 3-1-61는 투시창 프레임을 절삭가공 하는

장면의 사진이고, 그림 3-1-62는 절삭가공이 끝난 제품의 사진이다. 그림 3-1-63는

가공이 완료된 내부 및 외부의 폴리카보네이트의 사진이며 그림 3-1-64는 조립이 완

료된 투시창을 가설치한 사진이다.

그림 3-1-59. 투시창 프레임 절단장면

  

그림 3-1-60. 투시창 프레임 열처리



그림 3-1-61. 투시창 프레임 절삭가공

  

그림 3-1-62. 가공된 투시창 프레임

그림 3-1-63. 가공된 폴리카보네이트

  

그림 3-1-64. 조립된 투시창

   (4) Gravity tube

Gravity tube는 공구를 모의셀 내부로 투입하기 위한 장비로서 모든 부품을 스테인

레스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3-1-65는 제작된 gravity tube 부품의 사진이며 그림

3-1-66은 볼 밸브로서 유지보수성 및 호완성이 있는 상용제품을 적용하였다.

그림 3-1-65. Gravity tube의 가공품 그림 3-1-66. Gravity tube의 볼 밸브



   (5) 천장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

천장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는 모의셀 내 천장크레인을 유지보수 하기 위한 장비로

서 로울러 체인을 제외한 모든 부품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하였다. 로울러 체인은

#80-1R의 상용체인을 2가닥 사용하였다. 그림 3-1-67는 천장크레인 트롤리 호이스

트의 조립도로서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그림 3-1-68은 트롤리

호이스트의 가공품 사진이다.

그림 3-1-67. 천장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 조립도

그림 3-1-68. 크레인 트롤리 호이스트 가공품 사진

   (6) Feedthrough 시험장치

Feedthrough는 모의셀 내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 및 배선을 위한 penetration으로

서 엄격한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류 통전시 전도체에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

는 열로 인하여 씰링의 손상 및 송전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전류용량에

대하여 설계된 feedthrough의 성능을 검증하여 실제 feedthrough의 설계에 반영하고

자 그림 3-1-69와 그림 3-1-70과 같이 제작된 feedthrough 시험용 장치의 사진으로

busbar의 최소단면의 직경을 3.28, 2.295, 3.6, 3.89, 4.16, 4.41 mm 크기의 6종류로

제작하였으며, 챔버 내부를 진공펌프로 뽑고 아르곤 가스로의 퍼징을 수회 수행한 후

3 kw의 전열기에 연결하여 장시간 통전시키는 시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busbar에서 발



생하는 온도변화 및 씰링의 안정성 등을 관찰한 후 실제 feedthrough의 설계에 반영

할 예정이다.

그림 3-1-69.

Feedthrough 시험장치

그림 3-1-70.

Feedthrough busbar

  라. 아르곤 시스템 및 환기설비 장비 제작

   (1) 아르곤 공급설비

장치의 주요제원 아래와 같으며, 제작된 장치의 외관은 그림 3-1-71의 사진과 같다.

• 수량 : 1 대

• 용량 : 3.8 m3(Dia 1.25 m, Height 2.752 m)

• 형식 : 수직 원통형, 진공 단열 이중 용 기형 초저온 저장탱크

   - Inner Vessel 의 내경 : 1,250 mm

   - Inner Vessel 사용두께 : 9 mm

   - Out Jacket의 내경 : 1,750 mm

   - Out Jacket의 사용두께 : 6 mm

• 재질 : Stainless Steel     

• 단열재의 종류 : Perlite

   - 단열재의 열전도율 : 0.05kcal/m.h.℃

   - 단열층의 두께 : 241 mm

• Operating Pressure : 16.3 kg/cm2

• Design Temperature : -196 ∼ 40 ℃

그림 3-1-71. 제작된 액체아르곤 저장탱크 사진



   (2) 기화기

기화기는 액체 상태로 저장된 액화아르곤을 기화시켜 기체 상태로 공급하며, 최대

유량은 200 m3/h 이다. 제작된 기화기 사진은 그림 3-1-72와 같다.

그림 3-1-72. 제작된 기화기 사진

   

   (3) 아르곤 정제 장치

  Dual로 구성된 흡착 Tower는 정제(Purify)와 재생(Regeneration)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제된 고순도가스를 공급한다. 정제된 아르곤가스는 내부 재생을 위해 일

부 사용되며, 반복 및 교체주기는 전장부에 위치한 PLC에서 프로그램 되어 자동으로

작동된다.

  정제장치는 정제용 Towers, Pneumatic Valves, Manual Valves, Sensor 와

Control Part로 구성되며,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전자동으로

작동하며, 정제장치의 정제 및 순환 공정도는 그림 3-1-73과 같다.   

그림 3-1-73. 정제장치 정제 및 순환 공정도



   (4) 아르곤 냉각 및 순환장치

  아르곤가스 냉각장치는 아르곤 분위기 모의셀에서 공정작업 중에 발생하는 열량

을 제거하여 셀 내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함으로서 셀 내부 온도는 물론 압력의 상승을

방지 할 수 있다.  냉각시스템은 Argon Chiller Unit, Cooling Unit, Cooling Fan으로

구성된다.

아르곤가스 Cooling Unit는 냉각수가 통과하는 장치로서 아르곤가스 Side로 냉각수

가 누설되는 경우 산소 및 수분을 제한치 이내로 조절하여야 하는 아르곤시스템 전반

에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누수 검사는 필수적이며, Cooling Unit의 제작도면은 그림

3-1-74와 같다

아르곤가스 Cooling Fan은 모의셀의 아르곤가스를 냉각하기 위하여 아르곤가스가

Cooling Unit를 통과하여 순환하도록 유도하는 Fan으로 Cooling System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부압으로 운전중인 System 외부공기가 Leak되어 흡입되면

정화장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류 Fan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림 3-1-75에 표기된 정압 Balance에서 설계된 정압차이(약 -300 

mmaq)가 크기 때문에 축류 Fan의 경우 다단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시설 내 공간의 제

약으로 인해 터보 fan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이 경우 기밀성 확보가 어려우므

로 기밀성이 확보를 위하여 fan을 개조하여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그림 3-1-76 참

조). 

   

그림 3-1-74. 아르곤가스 Cooling Unit 외관도



그림 3-1-75. 아르곤가스 순환계통 정압 Balance

그림 3-1-76. 아르곤가스 Cooling Fan 제작도

   (5) 아르곤 배출계통 장치

    (가) Relife Seal Pot 

모의셀 내부에서 과도한 온도 상승에 의하여 압력이 설계치 이상으로 증가 할 경우

에 아르곤셀의 차폐창, Structure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팽창하는 아르곤가스를 배출

시켜야 한다. 이때 배출하는 아르곤가스의 량은 Relief Seal Pot의 설계를 위하여 셀

내부 온도상승으로 인한 체적 증가분과 동일하게 고려한다. Relief Seal Pot 제작도면

은 그림 3-1-77과 같다.



  

  

그림 3-1-77. R/V Seal Pot 제작 외관도

    (나) Vent Seal Pot 

Vent Seal Pot 정상운전 중 모의셀로 In-leakage되는 유량만큼 배기시켜주는 기능

을 가진다. 운전중에 In-leakage 되는 량은 모의셀 전체 체적에 대해 0.02 %/day 만

큼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에서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에 정상배기량은 셀체적 (1,200 

m3) x 누입량(0.02 %/day) = 0.24 m3/day = 0.01 m3/hr이다. 

계산된 배기량은 극소량이며 이러한 유량을 가진 배기팬 제품은 구매가 불가하다. 

따라서 산업용으로 구매 가능한 팬 최소용량은 약 60 m3/hr 이므로 이를 배기 설계량

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60 m3/hr의 배기팬은 In-leakage 외에도 대기압변화에 따른

배기량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운전시에는 간헐적인 운전이 될 것

으로 예상되며, Vent Seal Pot 제작도면은 그림 3-1-78과 같다.

그림 3-1-78. Vent Seal Pot 제작 외관도



제 2 절 핵물질계량 안전조치 기술

1. Pyroprocess 단위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확립

  가. ACPF 핵물질 계량 및 감시 장비의 성능시험

   (1) Cf-252 선원을 이용한 ASNC의 성능 시험

중성자 방출 세기가 다른 두 개의 Cf-252 중성자 소스를 이용하여 ASNC의 중성

자 검출 효율, 샘플 캐비티 내의 중성자 검출 효율의 공간 분포, 중성자 die-away

time, 중성자 동시 검출을 위한 계수인 fd (doubles gate fraction), 중성자 삼중 동시 검

출을 위한 계수인 ft (triples gate fraction), 고방출율의 중성자에 대한 동시 검출 불감

시간 보정 계수인 A, B와 삼중 동시 검출 불감 시간 보정 계수인 multiplicity

deadtime 계수, 마지막으로 He-3 기체검출기에 공급되는 고전압(High Voltage, HV)의

변화에 따른 ASNC의 중성자 검출 효율 변화 곡선을 측정하여 ASNC의 적정 동작

HV 전압 등을 결정하였다[3-2-1].

ASNC에는 총 24개의 PDT110A 프리앰프가 장착되게 되는데, 각각의 채널은 한

쌍의 프리앰프와 He-3 기체검출기로 구성되어 총 24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ASNC 중심의 측정 cavity 내의 효율 분포의 균질성을 위해서는 4그룹에 대한 동일조

건에서의 중성자 계수 값 및 High Voltage (HV) 증가에 따른 계수값의 변화도 일치시

켜야 한다. 따라서 중성자 소스를 ASNC 중심에 위치시키고 HV를 증가시킴에 따라 각

그룹별 중성자 계수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PDT 프리앰프의 전압 이득을 조절하였다.

그 결과 각 그룹별 중성자 계수값 뿐만 아니라 각 그룹을 합한 계수값도 HV 증가에

따라 중성자 계수값이 일치하였다. ASNC의 제원 및 성능과 4개 그룹의 중성자 계수치

는 표 3-2-1 및 그림 3-2-1과 같다.

ASNC의 cavity 내에서의 샘플의 위치의 변화에 따른 중성자 계수 효율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성자 소스를 이용하여 cavity 내의 길이 방향의 효율 변화를 측정

하였다. 측정 결과 ASNC 중심에서의 효율은 21.5%이고 33 cm 길이 방향에서의 효율

분포의 상대표준편차는 1.32%로 설계 목표치인 효율분포 균질도 95% 이상을 달성하였

다.

  (2) SFS을 이용한 ASNC의 성능 시험

총 8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 (Spent Fuel Standards, SFS)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Cm-244 중성자에 대한 ASNC의 중성자 측정능력 및 고방사능 환경에

서의 ASNC의 동작성능을 평가하였다.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은 J502 집합체의 C16

(평균 연소도 55,362 MWD/MTU)과 R13 (평균 연소도 48,973 MWD/MTU) 핵연료봉

에서 25 cm 길이 rod-cut 다섯 개, 1 cm 길이 rod-cut 3개의 총 8개의 표준선원을

PIEF에서 제조하여 SUS 재질로 만든 이중 캔에 장전한 다음, PADIRAC 캐스크를 이

용해 ACPF 핫셀로 가져와 ASNC의 핫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8개의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Cm-244 질량 증가에 따른 ASNC의 singles, doubles,



triples 중성자 동시 계수값을 측정하였으며, Cm-244의 질량값을 사용후핵연료 표준선

원의 감마스캐닝에 XXX각 표준선원 별 평균연소도와 연소이력을 바탕으로

ORIGEN-ARP 코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하였다. Cm-244 질량 증가에 따른 ASNC의

singles, doubles, triples r연소e의 증가는 선형적으로 나타났으며 중성자 증배에 의한

중성자 계수값 증가는 거의 무시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 표준선원에 대한 singles, doubles, triples rate의 측정값과 MCNPX

코드 시뮬레이션 결과 값의 차이는 감마스캐닝에서 오는 연소도의 불확실성과

ORIGEN-ARP 코드에서 오는 연소도 시뮬레이션 불확실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이 실험과 시뮬레이션 간의 차이는 S/D, D/T 비의 실험값과 MCNPX 코

드 시뮬레이션 결과값의 일치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bias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

며 S/D, D/T 비에서 이 bias 된 것이 상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D, D/T 비의 값은 동일한 중성자 동시 측정장치에 대해 중성자를 방출하는 소

스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그 소스의 양의 변화에는 각각 일정한 값들

을 가진다.그림 3-1-2과 같이 사용후핵연료에 의한 Cm-244 중성자 소스와 Cf-252 중성

자 소스의 S/D, D/T 비의 값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또 각 중성자 소스의 질량 변

화에는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S/D, D/T 비를 이용

하면 ASNC로 사용후핵연료 등의 핵물질을 계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고 있

는 핵물질의 사용후핵연료 유무도 파악할 수 있다. 이 S/D, D/T 비를 이용하는 기술

은 향후 ACPF의 공정 모니터링 및 IAEA 인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Item Specification Item Specification

Cavity diameter
(Inner diameter of basket) 20 cm Efficiency 

(HV @1680 V) 21.5%

Outside diameter 72 cm Flat counting zone 33 cm (σ: 1.32%)

Gamma-ray shield Inner lead: 6 cm
Outer lead: 6 cm Gate width 64 μs

Preamp PDT110A® (24 ea) Predelay 4.5 μs

He-3 tubes Reuter-Stokes® Die-away time 63.0954 μs

(a) Number 24 ea Double gate fraction, fd 0.512

(b) Active length 20 inch Operation HV 1680 V

(c) Diameter 1 inch Deadtime coefficient A = 0.8227E-6
B = 0.1679E-12

(d) Gas fill 4 atm Multiplicity deadtime 
coefficient 169.9E-9

표 3-2-1. ASNC의 설계 및 성능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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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HV 증가에 따른 ASNC의 그룹별 중성자계수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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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SF 표준선원과 Cf-252에 대해 ASNC의 singles rate값

증가에 따른 S/D, D/T비율변화.

  (3) ACPF 격납/감시 장비의 성능시험 및 IAEA 검증

ACPF 핵물질 감시 시스템은 무인 및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스템 구성하였다(그림 3-2-3 참조).

ㆍ영상 데이터 : Side door, Rear door, Isolation room, hot cell 내부에 카메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ㆍ방사선 데이터 : Side door monitor, Rear door monitor, ASNC neutron

counter로부터 데이터 취득

ㆍ원격 모니터링: VPN(Vi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및 데이

터 공유(1회/일 데이터 전송)

ACPF 감시 시스템은 24시간/일 운용되며, 감시 데이터인 중성자 측정값과 모션

감지에 대한 영상파일은 측정 일자별로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다. 감시시스템의 운영

결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동작하였다. ASNC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성능평가 실

험에서는 핵물질의 이동 상황에 따라 rear door에 설치된 neutron monitor가 정상적으

로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PN을 이용하여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KINAC을 경유하여 IAEA로 자동으로 수집된 감시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ACPF에 대한 연속 무인 감시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림 3-2-3. ACPF 핵물질 감시 시스템.

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CPF 안전조치 기술 검증

2007년 수행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ASNC의 핫테스트 실험 결과로부터 얻은

Cm -244에 대한 교정곡선은 발전소로부터 주어진 연소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ORIGEN

코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source term을 이용하여 MCNPX 코드로 구한 교정곡선

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3-2-4에서 보면 발전소로부터 주어진 연소도 정보를 바탕으

로 ORIGEN 코드를 이용하여 구한 사용후핵연료의 Cm-244 질량이 실제 존재 값보다

과대평가 되어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과대평가된 Cm-244의 질량을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SMC) 방법을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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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측정 실험과 MCNPX 코드 계산을 통해

구한 ASNC의 Cm-244에 대한 Doubles Rate 교정곡선



J502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R13과 C16 두 핵연료 봉에서 각각 절단된 두께 1

mm의 시편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화학분석팀에 분석을 의뢰한 분석결과는 표 3-2-2와

같다. 화학분석 결과로 나온 시편의 연소도가 발전소에서 주어진 각 시편의 평균연소

도(각 핵연료 봉에 대한 길이방향 감마선 총세기의 분포로부터 구함)에 비해 R13에 대

해서는 4,000 MWd/MtU, C16에 대해서는 3,684 MWd/MtU 연소도만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로 얻어진 연소도로 ORIGEN-ARP 코드를 이용해 구

한 시편에 대한 Pu, U의 함유량과 화학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Pu, U 원소의 경우 그

차이가 최대 4% 미만이다. R-13, C-16 두 사용후핵연료 봉의 발전소 연소도를 기준으

로 한 감마스캐닝 결과와 그 대표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연소도를 기준으로 한 연소도

프로파일은 각각 그림 3-2-5와 그림 3-2-6과 같다. 이 연소도 프로파일의 비교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소의 연소도와 사용후핵연료 봉의 실제 연소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

이며 이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Cm-244의 측정에 의한 doubles rate의 교정곡선과 발전

소 연소도를 바탕으로 구한 source term을 이용하여 계산된 MCNPX 결과와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R13 Specimen C16 Specimen 

Burnup 
(GWd/MtU) 

NPP-Declared  53.300 57.684 

Chemical 
Analysis  49.300 54.000 

  ORIGEN-ARP Chemical 
Analysis % Differencea ORIGEN-ARP Chemical 

Analysis % Differencea 

Pu 
 (mg-Pu/g- 

sample) 

Pu 10.05 10.05 -0.01% 10.43 10.85 -3.85% 

Pu-238 0.32 0.33 -4.25% 0.383 0.418 -8.41% 

Pu-239 5.47 5.14 6.33% 5.49 5.32 3.16% 

Pu-240 2.00 2.512 -20.19% 2.08 2.727 -23.84% 

Pu-241 1.507 1.312 14.85% 1.587 1.461 8.62% 

Pu-242 0.756 0.756 0.02% 0.898 0.919 -2.32% 

U   
(mg-U/g- 
sample) 

U 825 799 3.27% 820 813 0.90% 

U-234 0.182 0.195 -6.56% 0.170 0.149 14.23% 

U-235 8.15 7.72 5.51% 6.76 6.78 -0.32% 

U-236 5.37 5.32 0.89% 5.48 5.62 -2.54% 

U-238 811 786 3.23% 808 800 0.99% 

표 3-2-2. R13, C16 두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a
Percentage difference = (ORIGEN-ARP – Chemical Analysis)/Chemical Analysis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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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R-13 사용후핵연료봉의 발전소 연소도를 기준으로한 감마스

캐닝 결과와 대표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연소도를 기준으로

한 연소도 프로파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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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C-16 사용후핵연료봉의 발전소 연소도를 기준으로한 감

마스캐닝 결과와 대표 시편의 화학분석 결과 연소도를

기준으로한 연소도 프로파일의 비교

표 3-2-3은 사용후핵연료 rod-cut들에 대한 ASNC의 측정값과 화학분석 결과 비교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ASNC로 측정된 Cm-244의 질량과 화학분석 결과 얻어진 연소

도를 바탕으로 ORIGEN-ARP 코드를 이용하여 구한 Cm-244의 질량에서의 차이는 최

대 8% 미만이고 Pu과 U에 대한 차이는 각각 최대 1%, 5% 미만이다. 참고로

ORIGEN-ARP 코드가 가지고 있는 Cm에 대한 계산 오차는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림 3-2-7은 ASNC의 사용후핵연료 Cm-244 중성자 doubles rate 측정, MCNPX

계산 결과,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결과, 화학분석 결과에 의한 각각의 교정곡선

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Rod ID 
Length 

(cm) 

Burnup (GWd/MtU) (ASNC-DA)/DA 

NPP- 
Declared Cm Measurement 

Based (ASNC)  Chemical 
Assay (DA)  Burnup Cm Pu U-235 

R13 

4 25 53.465 49.072 49.453 -0.77% -3.48% -0.33% 1.49% 

7 25 53.277 48.814 49.278 -0.94% -4.23% -0.40% 1.82% 

9 25 52.984 48.440 49.007 -1.16% -5.16% -0.50% 2.23% 

10 1 51.330 47.963 47.478 1.02% 4.85% 0.45% -1.85% 

13 25 53.055 48.389 49.073 -1.39% -6.22% -0.60% 2.69% 

C16 

7 25 59.905 55.592 56.081 -0.87% -3.82% -0.30% 1.99% 

10 1 58.212 54.823 54.494 0.60% 2.76% 0.24% -1.33% 

12 1 58.787 54.017 55.032 -1.84% -7.91% -0.72% 4.17% 

표 3-2-3.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ASNC의 측정값과 화학분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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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ASNC의 사용후핵연료 Cm-244 중성자 doubles rate
측정, MCNPX 계산 결과, self-multiplication correction
결과, 화학분석 결과에 의한 각각의 교정곡선.

다. 전해환원 공정 안전조치 기술체계 확립

PIEF풀에 저장된 SF집합체(A17, A39, C15, F02, G23, J14, J44, K23)에 대한

ORIGEN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source term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집합체 별

ACP 핵물질에 대한 Singles, Doubles의 예상값 데이터베이스를 표 3-2-4와 같이 구축

하였다.

현재 ACPF 핫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해환원 금속 분말을 잉곳 형태로 주조해 주

는 smelter 장치는 향후 ACP의 운영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전해환원 공정

물질에 대해서는 용융염이 전해환원 금속 분말에 60 wt.%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

하고 MCNPX 코드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해환원 금속 분말에 대해서는 (α,n)

중성자에 의한 accidental coincidence 오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연소도

집합체인 A17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핵연료의 연소도가 낮을 때에는 Cm-244의 함유량이 고연소도일 경우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아 Cm-244의 자발핵분열에서 나오는 중성자의 수가 (α,n) 중성자 수



보다 작아져 중성자 coincidence 측정 오차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smelter를

통해 전해환원 분말에 포함된 용융염을 분리해내지 않을 경우 (α,n) 중성자의 영향을

보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U3O8 분말과 UO2 rod-cut의 경우 (α,n) 중성자에 의한 영향

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lectrolytic Reduced Product (U +
Salt)

(α,n) and SF

Neutrons
1 kg

Volum
e (cm3) 589.6 5 kg

Volume
(cm3) 2948.2

Assembl
y

ID

Assembly
Avg. Burnup
(MWD/MTU

)

Initial
Enrich
-ment
(wt.%)

Coolin
g Time
(Days)

(α,n)

(n/s-
cm3)

SF

(n/s
-cm
3)

α
Multi-
plicity

(α,n)

(n/s)

SF

(n/s)

Double
s Rate
(cps)

Multi
-plicit

y

(α,n)

(n/s)

SF

(n/s)

Double
s Rate
(cps)

A17 16977 2.12 10779 124 23 5.39 1.01 72939 13544 322 1.02 364690 67720 1664.77

A39 25419 2.12 10318 229 144 1.59 1.01 135264 84908 2132 1.02 676312 424538 11017.9

C15 33390 3.20 9876 307 223 1.38 1.01 181138 131313 3312 1.02 905681 656560 17183.5

F02 28431 3.20 8661 225 124 1.82 1.01 132492 72998 1833 1.02 662456 364985 9506.77

G23 34212 3.21 8239 327 287 1.14 1.01 192518 169286 4278 1.02 962581 846422 22154.7

J14 37840 3.20 7339 413 493 0.84 1.01 243640 290516 7357 1.02
121818

8 1452568 38133.2

J44 35020 3.48 6180 169 113 1.49 1.01 99355 66629 1648 1.02 496768 333144 8516.37

K23 52327 4.20 2908 845 1739 0.49 1.01 498306 1025386 25985 1.02
249150

7 5126885 134607

UO2 Rod-Cuts
(α,n) and SF

Neutrons
1 kg

Volum
e (cm3) 107.2 5 kg

Volume
(cm3) 549.3

Assembl
y

ID

Assembly
Avg. Burnup
(MWD/MTU

)

Initial
Enrich
ment

(wt.%)

Coolin
g Time
(Days)

(α,n)

(n/s-
cm3)

SF

(n/s
-cm
3)

α
Multi-
plicity

(α,n)

(n/s)

SF

(n/s)

Double
s Rate
(cps)

Multi
-plicit

y

(α,n)

(n/s)

SF

(n/s)

Double
s Rate
(cps)

A17 16977 2.12 10779 25 127 0.20 1.02 2658 13579 371 1.06 13622 69591 2083.02

A39 25419 2.12 10318 44 798 0.06 1.02 4746 85502 2453 1.06 24321 438197 13807.5

C15 33390 3.20 9876 59 1239 0.05 1.02 6320 132786 3829 1.06 32390 680529 21704.2

F02 28431 3.20 8661 44 687 0.06 1.02 4692 73616 2118 1.06 24046 377284 12025.1

G23 34212 3.21 8239 62 1598 0.04 1.02 6635 171261 4930 1.06 34004 877712 27745

J14 37840 3.20 7339 76 2747 0.03 1.02 8185 294401 8510 1.06 41947 1508808 48172.2

J44 35020 3.48 6180 33 629 0.05 1.02 3560 67433 1896 1.05 18246 345592 10590.3

K23 52327 4.20 2908 146 9775 0.01 1.02 15647 1047606 30071 1.06 80191 5368982 170482

U3O8 Powder
(α,n) and SF

Neutrons
1 kg

Volum
e (cm

3
) 393.1 5 kg

Volume
(cm

3
) 1965.5

Assembl
y

ID

Assembly
Avg. Burnup
(MWD/MTU

)

Initial
Enrich
ment

(wt.%)

Coolin
g Time
(Days)

(α,n)

(n/s-
cm3)

SF

(n/s
-cm
3)

α
Multi-
plicity

(α,n)

(n/s)

SF

(n/s)

Double
s Rate
(cps)

Multi
-plicit

y

(α,n)

(n/s)

SF

(n/s)

Double
s Rate
(cps)

A17 16977 2.12 10779 8 35 0.24 1.02 3269 13750 362 1.05 16343 68752 1992.33

A39 25419 2.12 10318 15 220 0.07 1.02 5830 86559 2397 1.05 29148 432793 13186.9

C15 33390 3.20 9876 20 342 0.06 1.02 7760 134398 3736 1.05 38798 671988 20768.1

F02 28431 3.20 8661 15 190 0.08 1.02 5763 74530 2068 1.05 28814 372650 11529.6

G23 34212 3.21 8239 21 441 0.05 1.02 8145 173314 4810 1.05 40724 866568 26532.5

J14 37840 3.20 7339 26 758 0.03 1.02 10043 297923 8277 1.05 50217 1489617 46027.5

J44 35020 3.48 6180 11 174 0.06 1.02 4371 68241 1848 1.05 21856 341203 10097.9

K23 52327 4.20 2908 49 2695 0.02 1.02 19167 1059379 29254 1.05 95835 5296895 162932

표 3-2-4. PIEF SF 집합체에 대한 ASNC의 중성자 계량 추정값 계산 결과



라. 전해정련공정의 계량방안 분석

(1) 회수 우라늄 계량방안 분석

회수 우라늄은 플루토늄이나 큐륨과 달리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를 거의 방출

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전해환원 물질의 계량에 이용한 피동형 중성자 측정방법을 적

용할 수 없으며, 감마선 측정방법이나 능동형 중성자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 우라늄에서는 다른 공정물질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대부분 감마선을 방출할 가능성 높아 감마선 측정방법을 적용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면 기존의 측정방법 중에서는 능동형 중성자 측정방

법이 회수 우라늄의 계량에 적용할 수 있는 일차적인 접근 방법이라 판단한다.

회수 우라늄을 계량하는 것은 우라늄 중에 포함된 U-235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우라늄일지라도 U-235의 양이 다른 경우에 대해 U-235 양의 차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그림 3-2-8에 제시된 바와 같은 능동형 중성자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2-8. 능동형 중성자 측정시스템의 개략도.

(2)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법에 의한 전해정련 공정물 계량 가능성 예측

일반적으로 능동형 중성자 계수기는 사용전 핵연료 및 순수 우라늄에서의 핵분열

성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공정을 통해

처리할 경우 회수우라늄 및 TRU 등 공정물질 내의 핵분열성 물질 분석에 적용해야 할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 분석대상 시료에는 다른 감마선이나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를 발생시키는 불순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 특수 상황을 고려한 핵물질의

계량이 가능하도록, 공정물질의 양이나 형태 등에 따라 계수기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핫 오퍼레이션을 고려한 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러한 중성자 계수 시스템의 변경, 결합, 혹은 업그레이드를 가능케 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능동형 비파괴 분석 기술의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향

후 이를 바탕으로 공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파이로 공정의 전해정련 공정에서 회수된 우라늄에 TRU 불순물이 포함될 경우 능동

형 중성자 계수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주요한 불순물은 Cm-244이

다. Cm-244는 아주 미량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발핵분열율이 높아 1 g의 Cm-244부터

초당 1.08E07 개의 중성자가 방출된다. 능동형 계수에서 측정하는 중성자는 외부 선원

에 의한 유도핵분열 중성자이다. Cm-244에 의한 중성자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핵분열

성 물질에서 나오는 유도핵분열 중성자에 의한 신호의 증가를 계수하기 어려울 수 있

다. 따라서 농동형 계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물질 내의 Cm-244 포함량을 예측

해 보고, 유도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예측 신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최초 사용후핵연료 내 Cm의 질량은 연소도 및 핵연료봉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표 2-1-5에서 나타나듯이, 우라늄 1 kg 당 약 80 - 160 mg 이 포함되어 있다. 비율로는

약 1E-04에 해당한다. 파이로 공정에서의 회수우라늄 내 포함된 Cm-244의 양을 예측하

기 위해 공정물질수지 예측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때 TRU의 변화량을 바탕으로 TRU

내의 Cm-244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Table 3.1.15에 10톤의 사용후핵

연료 내 물질의 양을 공정 전 최초 시점과 전해정련 공정 후 시점에 비교하였다. 전해

정련공정에 의한 우라늄 회수율을 99.675%로 가정하고 INL의 전해정련자료를 바탕으

로 한 결쟼 변화량표 2-1-6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해정련 후 TRU 포함률은 최초 TRU

포함량의 0.849%이며 Cm-244 또한 정물질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정련 후

회수 우라늄 1 kg 내 Cm-244 질량은 약 0.7 - 1.4 mg 으로 예측할 수 있변화량04에35

와 U-238에서의 자발핵분열 중성자는 그 양이 미미하며, 1.4 mg의 Cm-244 으로부터

방출되는 중성자 수는 약 1.5E04 개로 예측할 수 있다.

능동형 계수 적용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1 wt%농축도 1 kg 우라늄 금속시료에 대

해 1E06 nps의 외부 중성자선원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유도핵분열 중성자 수는 약

8,000 nps이다. 이러한 수치는 샘플의 형태 및 외부 중성자 선원과의 거리 등에 따라

영향이 있지만, 앞서 기술한 실험을 통해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예측한 Cm-244에 의한 중성자 방출율과 대등한 수준으로서 능동형 혹은 피동/능동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른 핵분열성 물질(Np-237, Pu-239,

Am-241)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od Cut measured expected burnup simulation U 1 kg 당

Id
Cm-244 

(mg)
Pu (g)

U-235 

(g)
U (g)

BU(GWD/MT

U)

Cm-244 

(mg)

R13-10 0.38 0.054 0.05 4.506 47.963 84 

R13-9 10.06 1.368 1.15 112.581 48.44 89 

R13-13 10.01 1.367 1.15 112.588 48.389 89 

R13-7 10.42 1.372 1.13 112.529 48.814 93 

R13-4 10.68 1.375 1.12 112.493 49.072 95 

C16-12 0.66 0.057 0.04 4.472 54.017 148 

C16-10 0.71 0.058 0.04 4.468 54.823 159 

C16-7 18.81 1.447 0.86 111.589 55.592 169 

표 3-2-5. ORIGEN 시뮬레이션 및 피동형 중성자계수 측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내 Cm, Pu, U 양 예제

10MTHM, 4.5wt%, 55,000MWD/MTU,10-yrs cooling

공정 전 최초 사용후핵연료 전해정련 공정 후

물질구분 포함 량(kg) 환산 (g/kg-U) 포함 량(kg) 환산 (g/kg-U)

U 9291.1 1000.000 9830.109 1000.000 

TRU 140.2 15.095 1.259 0.128 
NM 126.1 13.572 0.000 0.000 
Clad 2560.0 275.534 0.000 0.000 
REFP 171.7 18.482 10.595 1.078 

Cs 40.7 4.385 0.000 0.000 
Sr 12.3 1.325 0.062 0.006 

FP (I,Tc) 16.0 1.720 0.000 0.000 

Total 12358.2 1330.112 - -

Total HM 9798.2 1054.578 9842.026 1001.212 

표 3-2-6. 파이로 공정 전 최초 사용후핵연료 내에서의 물질량

          (참고: 파이로 공정 물질수지 예측 버전 Pyro.MB.2.4.1) 

(3) 회수 TRU 계량방안 분석 및 파이로 시설 전체에 대한 핵물질 계량방안 도출

전해전련공정의 최종 생성물인 TRU에 포함된 Pu을 계량하는 방법으로는 능동형



피동형 겸용 중성자 계수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피동형 중성자 계수

기를 통하여 TRU 백그라운드를 측정하고, 능동형 중성자 계수기를 사용하여 핵분열성

물질(Pu-239, Pu-241)을 양을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ORIGEN 코드를 사용하여 Pu의 양

을 결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수납에서부터 파이로의 주요한 공정인 전해환원과 전해정련 공정 전

체에 대한 핵물질 계량 방안은 그림 3-2-9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물

리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수납 부문에서는 LANL과 공동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자체표

시 중성자 공명영역 단면적 분율 계측법”[3-2-2 ∼ 3-2-5] (이하 “공명분율계측법“ 혹은

SINRD: Self-Indication Neutron Resonance Densitometry 이라 함)의 적용을 검토 중이

며, 전해환원은 ASNC와 같은 기존의 수동형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전해정련공정의 회

수 우라늄에는 능동형 중성자 측정방법, 회수 TRU에서의 Pu 계량에는 능동형 피동형

겸용 측정방법과 전산코드 및 SINRD를 적용한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그림

3-2-9는 파이로 시설의 전체에 대한 핵물질 계량방안의 초안이다.

그림 3-2-9. 파이로 시설의 핵물질 계량방안 초안.

마. 전해정련공정의 계량장치 개발

(1) 중성자 발생기 선원의 선정

파이로 공정의 핵물질에 존재하는 핵분열물질(U-235, Pu-239 등)을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과제에서는

파이로 공정의 전해정련 공정 핵물질 계량을 위해서 “능동형 중성자 측정 장치”를 개

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외부 중성자 선원으로서 중성자 발생기를 선정 구



매하였다. 중성자 계수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측정할 핵물질 시료와 유사한

중성자 에너지 및 세기(발생률)를 갖는 중성자 선원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다. 파이로

공정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의 근원은 사용후핵연료이고, 형태가 변해도 중성자 발생원

인 원소는 주로 Cm이며, 이 원소의 평균 중성자에너지는 2 MeV이고, 측정하는 시료

의 양에 따라서 중성자 발생률은 변한다. PWR 사용후핵연료(14 x 14, 갳발되지wt%,

갳5 GWd/TU) , 형 kg(HM-base)에서 1형 년 정도 냉각된 경우에 중성자 발생률은 대

략 갳E형자 n/s 정도이다. 중성자 계수기에서 한번에 최대 , 형 kg HM을 측정한다고

하면 이때 중성자 발생률은 갳E형자 n/s이다. 따라서2 MeV의 중성자를 발생하는 선원

으로서, 갳E형자 n/s 세기를 갖는 선원에서부터 매우 낮은 중성자 세기를 갖는 모든

중성자 선원을 확보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현실적이며,

보통 최소한의 조건인, 낮은 발생율의 중성자 선원과 중간 정도, 그리고 1E06 n/s 정

도 세기를 갖는 세 개 정도의 선원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중성자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Cm과 유사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고 평균에너지도

비슷한 동위원소 중성자 선원, Cf-252를 구입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러나 중성자 세기

가 다른 다수의 Cf-252 선원을 구입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입하고

자 하는 중성자 발생기는 D-D 타입이고, 최대 2E06 n/s의 세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하의 모든 중성자 세기를 낼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하여 편리하다. 단지 발생 중성

자의 에너지가 2.5 MeV로 Cm의 2.0 MeV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능동형 측정에서는 중성자를 핵물질 시료에 조사하여 핵물질 내에 존재하는 핵분열

물질(U-235, Pu-235 등)의 핵분열을 유도하여 이때 발생하는 중성자를 측정함으로써,

시료 내에 존재하는 특수핵물질(Special Nuclear Material : SNM)를 정량 측정한다.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중성자 동시측정(neutron coincidence)에 의해서 정량측정을 할 경

우에는, 자발적 핵분열에 의해서 중성자를 발생하는 Cf-252는 사용할 수 없다. Cf-252

를 사용하면 시료에서 발생한 중성자와 Cf-252에서 방출된 중성자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값의 불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동위원소 선원으로는 (alpha,n) 반응에 의

해서 중성자가 발생하는 AmLi이 가능하고, D-D의 핵융합에서 중성자가 발생하는 중성

자 발생기도 사용 가능하다. AmLi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에너지가 0.5 MeV으로 낮

아서 유리하지만, 중성자 발생기는 중성자 세기의 조절과 함께 펄스모드가 있어 보다

편리하다.

(2) 능동형 중성자 계수기 개발실 구축

발생장치와 피동형 중성자 계수기를 결합한 능동형 중성자 측정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였다. 상용시설이 아니라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중성자 선원을

사용하는 실험시간은 연간 500 시간보다 훨씬 적은 100 - 200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최대 500 시간 기준은 작업자의 피폭량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사용시설과

작업실을 15 cm의 PE 차폐체로 분리하였고, 연간 500 시간 작업시간 동안에, 연간 피



폭 허용한도인 20 mSv보다 훨씬 낮은 4 mSv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실은 이중 알루미늄 섀시로 된 창문이 3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창문이 흡입

구의 역할을 하며 공기 토출구에는 Pre-filter 및 HEPA filter를 설치하여 실험실 내부

공기의 배출에 의한 외부 환경으로의 오염이 없도록 하였다. 실험실에 설치된 배기시

설의 경우, 실험실 공간의 Volume은 L4.4 m x W4.97 m x H3.5 m로 약 77 입방미터

이고 설치된 Air ventilation fan(motor)의 유량은 50 m^3/min 으로 실험실 사용 전에

배기 설비를 가동하여 Pre filter, HEPA filter를 통해 내부공기가 배출되도록 설계하여

실험실 내부의 공기는 기준치 이하로 유지가 충분하다.

  사용시설 내에서 Cf-252 동위원소, 중성자 발생장치 및 우라늄 샘플 등의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에 대한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이 실험실

의 인허가를 취득하였다. 그림 3-2-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성자 선원(중성자 발생

장치 혹은 Cf-252)이 중성자 계수기에 장전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계수기는 PE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기 자체가 차폐체 역할을 하며,  좌측과 뒤 면의 취약지

점인 창문에는 0.1 m PE 차폐체를 장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좌측 및 뒤면의 창문부

분은 바닥에서 0.98 m까지는 콘코리트 27 cm 두께의 벽이고, 0.98 m에서 1.98 m 높

이까지는 0.1 m 두께의 PE 차폐체를 설치하였다.

  (3) 중성자 계수기 및 외부 중성자 선원

     (가) 중성자 계수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우물형 중성자 동시계수기를 이용

하여 능동형 동시계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본 계수기는 피동형 계수기로서 Cd 셔터

를 이용한 핵분열성 물질측정을 수행하고자 개발된 DSFC(DUPIC Safeguards Fissile 

material Counter) 이다[3-2-6].

그림 3-2-11에 나타나듯이 계수기는 4기압의 He-3 중성자 검출기 튜브 16개가 중성

자 감속을 위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에 삽입되어 있는 우물형태이며 내부에 감마선 차폐

체를 위한 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2-10. 능동형 중성자계수기 개발실의 개략도.



그림 3-2-11. 본 연구에 활용된 우물형 중성자 계수기.

분석 대상시료가 위치할 수 있는 시료의 공동(cavity) 사이즈는 직경 13.6 cm, 높이

68 cm이다. 피동형 계수에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중성자 반사체는 중성자 발생관 삽

입을 위해 제거되었다. 본 계수기와 함께 외부 중성자 선원으로서 중성자 발생장치 및

Cf-252 중성자 선원을 이용하여 능동형 중성자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 시험을 준

비하였다.

DSFC의 계수 효율은 동작전압 1680 V일 때 중심부에서 13%, 중심에서 25cm 떨어진

끝단에서 약 8%로 나타났다. 공동 바닥에 15cm 폴리에틸렌 반사체가 있는 경우 중심

부와 비슷한 효율을 보였다. DSFC의 원래 효율은 약 21%로서, 측정에서 13%로 나온

이유는 7개의 검출기 튜브의 회로에 문제가 있어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술한 결과는 계수기 효율이 13%인 상황에서 측정된 결과이며, 향후 나

머지 검출기 튜브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효율 22% 및 튜브를 추가하여 보다 높은 효율

에 대한 결과를 산출할 계획이다.

측정에 의해 구한 DSFC의 die-away time은 약 88 μs, 로서 4.5 μs pre-delay와 64 μ

s gate-width를 적용할 경우 동시계수를 위한 double gate fraction 값은 약 0.491 이다.

실험에 사용한 Cf-252 선원 및 중성자발생기의 선속 등의 측정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

여, 기존에 개발된 피동형 중성자계수기인 INVS 모델[3-2-7] 또한 함께 이용하였으며,

중성자 계수기 DSFC 및 INVS에 대한 세부 사양은 표 2-1-7에 정리하였다.



DSFC Item Specification INVS Item Specification

Cavity diameter 13.5 cm Cavity diameter 3.97 cm

Outside diameter  52.5 cm Outside diameter 25.72 cm

Gamma-ray shield Inner lead: 5 cm Gamma-ray shield
Inner lead: 2 

cm

Preamp
PDT110A®(16 

ea)
Preamp JAB-01(4 ea)

He-3 tubes Reuter-Stokes® He-3 tubes Reuter-Stokes®

(a) Number 16 ea (a) Number 16 ea

(b) Active length 20 inch (b) Active length 15.5 inch

(c) Diameter 1 inch (c) Diameter 1 inch

(d) Gas fill 4 atm (d) Gas fill 4 atm

Efficiency(HV @1680 
V)

13 %
Efficiency(HV @1680 

V)
28.6%

Gate width 64 μs Gate width 64 μs

Predelay 4.5 μs Predelay 4.5 μs

Die-away time 88 μs Die-away time 44 μs

Double gate fraction, fd 0.4910
Double gate fraction, 

fd
0.6126

Operation HV 1680 V Operation HV 1680 V

표 3-2-7. 중성자 계수기 (DSFC, INVS) 성능 명세

(나) 중성자 발생기 및 Cf-252 중성자 선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성자 발생장치는 프랑스 SODERN 사의 GENIE 16GT

모델이며[3-2-8], D-D 반응에 의한 2.5 MeV 중성자가 발생된다. 발생기는 7.6 cm 직경

의 중성자 발생관과 부수적인 발생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중성자가 발생되는 위

치인 반응표적은 발생관 끝단으로부터 15.1 cm 위에 위치해 있다. 최대 중성자 강도는

2E06 nps 이다. 일반적으로 발생기 표적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등방향으로 방출되지

않고, 가속 이온의 진행 방향으로의 방출이 약간 더 크다. 하지만 본 연구의 MCNP 시

뮬레이션에서는 등방향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계수효율 28.5%인 중성자 계수기를 이용해 측정한 중성자 발생장치의 선속은 관전압

80 kV, 관전류 10 μA 일 때 약 2.11E05 nps 이며, 관전압과 관전류에 비례하여 증가하

여 80 kV, 40 μA 일 때 약 8.42E05 nps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선속은 80 kV,

20 μA 일 때 4.26E05 nps이다.

계수기의 계수효율 측정 및 동위원소를 사용한 능동형 모드 동작 시험을 위해 경우

에 따라 중성자 발생기 대신 Cf-252 동위원소를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에 기술한 실험

에 사용된 Cf-252 동위원소는 모두 같은 선원으로서 중성자 방출율은 5,200 nps (2009

년 1월 20일 기준)이다. 측정효율 13%인 DSFC 계수기로 측정한 경우 선원으로부터 측

정된 동시 계수율은 약 53.4 ± 0.16 cps (events per second)로 나타났다.



(4) 감속재 영향 평가를 위한 MCNP 시뮬레이션

(가) MCNP 시뮬레이션 조건

측정 대상인 우라늄 내 핵분열성 물질인 U-235 양은, 외부 중성자 선원에 의

한 유도핵분열 중성자의 생성량에 비례한다. 중성자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에너지는 약 2.5 MeV, Cf-252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는 약 2.14 MeV로써 핵분

열성 물질 내 흡수 단면적이 매우 작다. 따라서 외부 중성자의 에너지를 감속시킬 수

있는 감속재의 구조에 따라 능동형 중성자 계수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MCNPX 시뮬레이션 코드를 이용해, 중성자 계수기 내 다양한 감속재 구조에 따른 능

동형 계수 성능을 모사하고, 최적의 감속재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계수기 공동 내부에

다양한 감속재에 따른 유도핵분열율 및 동시계수율을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고

려한 대상시료는 1 kg, 직경 5 cm, 두께 2.67 cm의 우라늄 메탈 디스크이며, 농축도를

0 - 20 wt% 까지 변화시켰다. U-235와 U-238 이외의 동위원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시

료는 계수기 공동 내부 중앙에 위치시켰으며, 중성자 발생은 발생관 끝단으로부터 15.1

cm 위쪽에서 초당 1E06 개의 2.5 MeV 중성자가 등방향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모사하

였다.

     (나) 농축도에 따른 유도핵분열율 및 동시계수 모사 결과[3-2-9]

        1 kg의 U-238에서의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는 초당 약 13.6개 이며, 이

에 의한 유도핵분열은 초당 1개 미만이다. 농축도가 높아져 우라늄 시료 내의 U-235의

양이 증가하면 U-238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고, U-235에 의한 자발핵분열률은 U-238의

100분의 1 수준이므로 결과적으로 전체 우라늄 샘플 내의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의

수 또한 감소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농축도 범위에서는, 외부 중성자 선원

이 없는 경우 1 kg의 우라늄 시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 수는 농축도와 상관없이 초당

15 개 미만이며, 계수되는 중성자는 초당 3 개 미만, 동시계수율은 1 개 미만이다. 따

라서 피동형 중성자 계수로는 우라늄 샘플에 대한 비파괴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 중성자선원을 사용하면 시료 내의 핵분열성 동위원소에 의해 유도핵분열이 일

어나며, 이에 따른 중성자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외부 중성

자원은 2.5 MeV 에너지, 1E06 nps이다. Fig. 3.1.60에서 나타나듯이 1 kg, 0 - 20 wt%

농축 우라늄 메탈에 대한 결과, 천연 우라늄에서도 약 4,00에서fissions/sec D20댠할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1 회의 핵분열 당 동시에 발생하는 중성자 개수(Multiplicity)는 20

댠5 개s이, 초당 발생하는 중성자 수로 환산하면 약 9,80에서개s하는 중성자 4.5 μsec의

pre-delay와 64 μsec의 gate width 설정에서 계수되는 동시계수율은 15에서동시u 회의

/sec 이다. 농축도가 증가할수록, 즉 시료 내 U-235 양이 증가할수록 핵분열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선형성은 중성자 자기자폐효과(neutron

self-shielding effect)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10].



(다)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1E06 nps의 외부 중성자선원 사용 시, LEU(~3 wt%) 1kg 범위의 우라늄 금속

시료 대상 측정 시 초당 200 events 이상의 동시계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최대의 계

수신호를 위해서는 중성자 발생관을 감싸는 2.5 - 3.0cm 두께의 측면감속재 및 시료의

아래쪽에 하단감속재를 10cm 이상 두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2-11]. 시료

의 형태에 따라 중성자 발생관과 샘플 사이 상부감속재 및 시료 측면에 시료감속재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샘플 캐비티 직경이 작은 수동형 계수기를 수정, 활용하여 구축한 현재의 능동형 계

수장치에 적용은 어렵지만, 향후 중성자 발생장치를 이용한 능동형 계수장치 개발 시

성능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감속재/샘플용기 모듈을 그림 3-2-12와 같이

제안하고 특허출원 하였다[3-2-12].

그림 3-2-12. 시뮬레이션 개요도 및 최적 감속재/샘플용기 모듈.

바. 전해정련공정의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

(1) 능동형 계수시스템 구성

자발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발생이 거의 없는 회수 우라늄을 계량하기 위해, 외부

의 중성자 선원을 이용해 핵분열성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유도핵분열 중성자를 계수하

는 능동형 중성자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핵물질 계량장치를 구축하였다. 측정을 위한

실험실은 방사선안전관리 요건 충족 및 중성자발생장치 사용 전 검사, 성능 테스트를

위한 핵물질 사용 설계서 제출, 우라늄을 이용한 측정실험과 관련된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배기 필터장치 설치 등이 되어 있다. 측정실에 위치한 중성자 계수기와 중성자

발생장치의 결합과 제어실에 위치한 발생장치를 제어모듈 및 계수기의 동시계수를 처

리하는 시프트레지스터와 신호획득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2) 중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측정 결과[3-2-13]



시료 없이 중성자 발생기로부터의 중성자만 있을 경우 측정된 백그라운드 동시계

수율을 5.0 ± 9.6 cps (events per second) 이다. 이후의 모든 측정값 및 오차는 백그라

운드 값을 차감하여 보정하였다. 동시계수율은 시료에 포함된 U-235 양을 기준으로 증

가하며, 평균적으로 단위 U-235 질량당 약 2.64 cps/g-U-235 동시계수율을 보인다. 동

일한 조건에서 MCNP 결과는 3.01 cps/ g-U-235 를 보였다.

각 동시계수 측정값은 약 10 cps 의 측정 오차(표준편차)를 보였으며, 백그라운드 보

정 결과 표준편차는 약 13.8 cps 였다.

(3) Cf-252 중성자 선원을 이용한 측정 결과

중성자 방출율이 5,200 nps인 Cf-252 선원을 적용한 능동형 중성자계수를 통한

NU 및 2.67 wt%의 저농축 우라늄(LEU) 분말 시료에 대해 측정하였다. 15 ~ 30

g-U-235 에 대해서는 6% - 10%, 67.2 g-U-235 샘플에 대해 5.2%, 100.8 g-U-235 샘플에

대해 3.86% 오차를 보였다.

측정에 사용된 NU와 LEU는 서로 직경이 다른 용기에 담겨져 있는 시료이다. 비슷

한 양의 U-235가 포함된 샘플에 대해서 직경에 따른 중성자 입사 면적의 차이로 인해

동시계수 신호 차이를 보인다. 실제 측정에 있어서도 NU와 LEU에 포함된 U-235 양이

비슷한 경우에 측정된 동시계수 값에는 차이를 보였다. 능동형 중성자 계수법에서는

수동형 중성자계수를 통한 분석에 비해 샘플의 형태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실제 적

용 시에는 분석 대상 샘플의 물리적 형태가 동일한 기준샘플을 사용해 교정곡선법을

이용해야 한다.

(4) 능동형 중성자 계측 시스템 구축 결과

중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능동형 중성자 동시계수기를 구성하고, MCNPX 시뮬레

이션을 통해 감속재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필요한

감속재를 준비하였고, 초기 테스트를 위해 천연농축도 및 2.67 wt% 농축도의 우라늄산

화물 분말(UO2 powder) 시료에 대해 측정하였다. 천연 우라늄산화물 3.5 kg(21.7g of

U-235)에 대해 2.64 cps/g-U-235 의 동시계수율이 측정되었다. 평균 백그라운드 표준분

포는 9.57 cps, 백그라운드 보정 후 동시계수에 대한 표준분포는 13.8 cps 이다. Cf-252

선원을 적용한 능동형 중성자계수에서는 15~30 g-U-235 에 대해서는 6% - 10%, 67.2

g-U-235 샘플에 대해 5.2%, 100.8 g-U-235 샘플에 대해 3.86% 오차를 보였다.

실험결과, 중성자 발생기를 이용한 능동형 중성자계수 방법은 동위원소를 이용할 때

보다 오차가 커,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성자 발생기의

전원공급의 안정성 영향평가, 발생기로부터 중성자의 우연한 동시계수율을 줄이기 위

한 추가적인 외부중성자 차폐, 중성자 발생기와 분석시료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하학적 구조의 제안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성자 발생을 조

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화 하여, 다양한 비파괴분석 방법과의 접목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공정의 안전조치 기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의 적용성 분석

레이저파열분광분석법(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은 고열, 고압,

고방사능 등의 임계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시료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분석 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소형화 및 원격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최근 IAEA 핵사찰 장비로의 활

용이 검토되고 있는 장비이다.

본 과제에서는 LIBS를 이용한 핵물질의 계량관리 이전 예비 단계로, 이런 LIBS의

기본 원리 및 성능 테스트를 위해 기초적인 LIBS 장비를 설계하여 운용 및 실험을 하

였다. 레이저 출력 에너지 및 조사 횟수, 주변 기체의 종류 및 압력을 조절하여 변동

(fluctuation)이 심한 플라즈마 신호의 재현성을 상대표준편차 3.75%로 획득하였다. 또

한, 시료 표면에서 입사된 레이저 빔의 반사로 유발되는 white noise를 최소화하고, 상

대적으로 안정적인 플라즈마 영역을 구별하여 측정한 결과, 기본 금속 원소 및 란탄족

원소에 대한 검정곡선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원소에 따라 0.63 ∼ 5.82 %의 측정오차

를 획득할 수가 있었다. 기존에 알려진 LIBS의 원소별 측정 오차와 비교했을 때, 일부

원소에서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측정 정확도의 sample matrix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공정 현장에서의 적용

측면에서는 해당 원소에 대한 표준 시료의 획득과 관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Hot-cell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 기기의 설계 변경 및 다변적인

보강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용량의 핵물질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가

아닌 대기 상태에서 측정 조건의 최적화 과정이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측정 전에 U, Pu, Cm에 대한 충분한 측정 경험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2.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기술 검증

가.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방안 설정

(1) Pyroprocess 핵물질 분석용 표준선원 설계

고리 1호기 G2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인 G23 집합체의 경우 27～40 GWD/MTU

사이의 연소도를 6단계로 나누고, 울진1호기의 J502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50~60

GWD/MTU의 연소도를 8 단계로 나누어, 각 연소도에 대해 ORIGEN-ARP 코드를 사

용하여 연소과정을 전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전산 시뮬레이션 결과로 얻은 중성자 계수값 및 오차, 방사능, Cm ratio, (α,n) 중성

자 값을 기준으로 중성자 계수기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용후핵연료 표준

선원의 최적 연소조건을 결정하였다.

(2) 감마/중성자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

(가) 감마/중성자 통합분석 방안설정



사용후핵연료 습식처리 공정 생성물에 대한 핵물질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감마선

분광분석 방식의 MGA 코드 또는 PCFRAM 코드의 Pyroprocess 생성물 분석가능성을 검토하

였으며, 통합분석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SF에 대한 중성자동시측정법과 중성자방출율 측

정법의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합분석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나) 감마시준기 및 시준집합체 설계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는 시편의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점을 측정한 후,

평균 연소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마선 차폐도 되고, 입체각도 크게 할 수 있는 시준기를 고안하게

되었다.

시준 슬릿의 크기는 시편의 크기와 방사능의 세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원추형 슬릿의

넓은 부분은 디스크형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직경(∼10 mm)과 측정 장치내에 시편을 안착시

킬 때, 시편이 시준슬릿 구멍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15 mm로 결정하였다.

시준기 길이는 시편의 방사능 세기를 1 Ci로 가정하고, 여기서 방출되는 감마광자가 맹시준

기(슬릿이 없는 시준기)를 통과하여 검출기에 도달하는 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길이를 최

소화하면서 자연방사능(background)도 최소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두께를 계산하여 120

mm로 결정하였다.

(다) 중성자 카운터 기준모델 선정/평가

pyro공정 핵물질 계량을 위한 전단계로서, 소량의 디스크형 조사후 핵연료시편에

대한 핵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감마/중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중성자 측

정장치 부분의 구성은 중성자 감속재, 감마선 차폐체, He-3 검출기, 외부 덮게 등으로 구성하

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최대의 측정효율을 얻기 위해서 그림 3-2-13과 같은 기본 모델을 설

정하였는데, 이는 최적의 감속재 두께, 감마선 차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중성자 카운터에 대한 검출효율 평가는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위의 두 가지 모델에 대

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2-8과 같다. 중성자 카운터는 제한된 공간의 차폐형 글로

브박스 내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중성자 검출효율과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원격조정 용이성 등

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He-3검출기 크기
He-3기체압력 중성자 감속재 검출기 홀 반경 효율, %

길이,cm 직경,cm

30.3 2.54 4기압 HDPE 1.45cm 16.5

15.4 2.54 4기압 HDPE 1.45cm 10.7

표 3-2-8. He-3 검출기 길이/구조물 칫수 변화에 따른 효율평가 결과



그림 3-2-13. He-3 검출기 길이를 30.3cm로 선정한 경우의 중성자   

 카운터 구조물의 기본 모델.

마. 감마선 측정 시스템

(1) HPGe 검출기

     HPGe 검출기를 차폐글로브박스 지지대 구조물 안쪽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제약

때문에 기존 상품화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설치할 공간에 알맞는 검

출기를 특수 주문 제작하였다.

(2) 시준기 및 검출기 차폐체

슬릿 구멍이 작은 사각형 시준기(rectangular-typed collimator)를 사용하여 사용후

핵연료 시편 단면에 대하여 직경방향 또는 반경방향 감마스캐닝을 수행하여 평균연소

도를 결정할 경우, 여러 지점을 측정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슬릿 폭은 작으면서 길이기 긴 “＋”자형 시준기(cross-typed

collimator)를 고안하였다.

  사각형 슬릿을 갖는 시준기의 크기는 보통 0.2×0.2mm, 0.5×0.5mm, 1.0×1.0mm 

등이며, SF시편의 방사능 세기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자형

슬릿은 SF시편의 단면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 PWR 핵연료봉 직경(～10mm) 보다 커

야하고, 시편 장전 시 시편홀더 중앙에서 시편이 조금 벗어날 경우를 고려하여 그 길

이를 15mm로 정하였다. 시준기 전체길이는 가공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똑 같은

제원을 갖는 시준기 두개를 직렬로 연결한 형태로 120mm로 정하였다. 이 두께의 납

(lead)에 대한 선량율은 Table 3.2.3과 같은 VisualShield 코드(Computer code for 

point kernel gamma ray shielding analysis in graphical interfaces) 계산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값들을 근거로 하여 시준기와 시준기집합체를 설계/제작

하였다. 시준집합체 틀의 하부 끝은 차폐글로브박스내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밖으로 확

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밀폐창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감마선 측정시스템의 HPGe 검출기는 배경방사능(background)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관리구역에 설치되므로 검출기의 크리스탈 부분이 배경방사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폐구조물로 주변을 감싸주어야 한다. 감마선 시준기에서는 핵분

열 생성물에서 방출되는 1MeV 이상의 높은 감마선 에너지를 고려하여 차폐두께를

120mm로 하였지만, 검출기 차폐체는 주변에 높은 에너지를 갖는 방사능 물질이 없는



상태이며, 단지 공기 중의 방사능 농도가 비방사능 구역보다 약간 높은 상태이기 때문

에 차폐두께를 50mm로 얇게 하였다.

다. 화학분석값을 기준한 감마/중성자 통합 분석기술 검증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대하여 감마선 검출 시스템으로 얻은 자료를 획득하고, 상대

검출효율을 구한 후, 동위원소비(134Cs/137Cs비)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코드계산

에 의해 연소도와 동위원소비 그리고 Pu/U비와 동위원소비 사이의 상관관계식을 도출

하고, 실험적으로 구한 동위원소비를 대입하여 SF시료의 연소도와 Pu/U비를 결정하였

다. 이러한 값들을 동일한 SF시료에 대하여 화학분석한 값과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2-9와 표 3-2-10과 같다.

사용후핵연료봉의 특정 위치에서 잘라낸 시료에 대하여 감마선분광분석 및 화학분

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평가한 결과, 연소도에서 4.5%, Pu/U비에서

는 0.8% 정도의 오차 범위내에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다른 위치의 시편/

시료에 대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화학분석 횟수를 줄이는 대신 감마선분광

분석법으로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Sample
Axial

Position

Isotope Ratio

(134Cs/137Cs)

Burnup, MWD/MTU
Diff.g Spectr. Chemical

J502-R13-2
2889mm

from bot.
0.0377 51.5 49.3 4.5%

표 3-2-9. 감마선분광분석과 화학분석에 의해 결정된 연소도 비교

Sample
Axial

Position

Isotope Ratio

(134Cs/137Cs)

Pu/U Ratio
Diff.g Spectr. Chemical

J502-R13-2
2889mm

from bot.
0.0377 12.50x10-3 12.6x10-3 0.8%

표 3-2-10. 감마선분광분석과 화학분석에 의해 결정된 Pu/U비 비교

라. 사용후핵연료 전용감시 및 핵특성 통합 분석기술 개발

미국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은 사용후핵연료의 부분 전용(partial defect)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DOE에서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제에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부분전용 검사 방법을 실증하기 위해서, 2008 년 6 월

및 2009 년 10 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현장시험

을 의뢰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비를 개선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제어

봉 가이드 튜브에 소형 중성자 검출기를 삽입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축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중성자의 신호를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후시험시설의 풀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중성자 및 감마선 측정 시험을 수행하였다.

(1) 측정실험 내용

이 측정실험은 미국의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LLNL)와 1차 용역계약(2008년)완

료에 이어 2차 용역계약(2009년)에 따라, 조사후시험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대

상으로 집합체의 제어봉 가이드 튜브에 감마선 검출기(ion chamber)와 중성자 검출기

(fission chamber)를 각각 삽입하여 집합체 내부의 위치별 감마선 및 중성자 세기를 측

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측정실험을 LLNL의 전문가 1 인의 참관 하에 조사후시

험시설의 풀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감마와 중성자 측정시험을 2 주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실제 유효한 실험결과로, 그림 3-2-14에 제시된 저장 풀(9402)의 5 개

집합체에 대한 감마 및 중성자 측정실험 결과를 얻었으며, 계약에 명시된 2 주간의 실

험이 끝났으므로 실질적인 용역수행은 완료되었다.

   그림 3-2-14. Spent Fuel Assemblies Stored in the PIEF Pool 9402. 

(2) 실험방법 및 결과

조사후시험시설의 풀에는 8 개의 사용후핵연료집합체가 저장되어 있다. 주로 고리

1 호기의 사용후핵연료인 14x14 타입 집합체 C15, G23, J14, A39, A17 에 대한 16개

의 제어봉, 고리 2 호기 16x16 타입 집합체 J44 에 대한 20개의 제어봉 및 울진 2 호기

17x17 타입 집합체 K23 에 대한 24개의 제어봉을 대상으로 제어봉 가이드 튜브 각각

에, 상부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감마선 검출기와 중성자 검출기를 삽입하여 감마선 및

중성자 세기를 측정하였다.

집합체의 축방향 특정 지점 단면에서의 위치별 감마선 및 중성자 세기의 차이를 측

정하여 가짜 연료봉 유무를 판정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목적에 따라, 14x14

타입 집합체 중 여러 개의 핵연료봉이 제거된 C15 및 G23 집합체와, 연료봉이 모두 채

워진 J14 집합체를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제어봉 가이드 튜브를 통해 축방향으로 검출기를 삽입하여

감마선 및 중성자의 세기를 측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집합체 내 다른 가이드 튜브를

통해 위치별로의 감마선과 중성자 세기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Ion Chamber 감마선 검

출기와 Fission Chamber 중성자 검출기를 이용하였으며, 집합체 상부에서부터 1.5 m

아래에서 5 분간 측정하였다. 측정 대상 집합체에 대한 측정 결과는 그림 3-2-15에 제

시한 바와 같이, 집합체 내부 여러 지점에서 측정된 감마선 및 중성자 측정신호는 주

변의 연료봉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측정치를 보이고 있다.

실험과 분석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전용감시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 대상 감마 및 중성자 측정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다양

한 사용후핵연료봉을 대상으로 많은 실험을 수행하여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측정기술을 개선할 나갈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정밀한 감마 및 중성자측정을 위

하여 많은 데이터 확보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전용감시 측정기술의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Valid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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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Gamma/Neutron Count Ratio for Five Spent Fuel Assembly.

마. FRAM 분석 기술 개발

(1) FRAM 분석 기술 적용

FRAM 분석 기술 적용을 위하여 우라늄 및 플루토늄 감마선을 측정하고 분석을 수

행하였다. 감마선 측정은 NaI(Tl), HPGe 검출기을 이용하여 우라늄 시료를 측정하였다.

우라늄 시료는 농축도가 0.31, 0.71, 1.94, 2.95, 4.46 %인 표준 시료를 이용하여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스펙트럼상에는 235U에서 발생하는 185.7 keV 감마선과 238U에

서 발생하는 776.4 keV, 1001 keV 감마선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분해능이 낮아

서 낮은 에너지 영역의 peak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우라늄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우선, NU

1kg, 2kg 시료를 이용하여 감마선을 측정하고 FRAM 분석을 적용하였다. 200 keV 이



하의 감마선이 분리되며, 776.4 keV 감마선과 1001 keV 감마선 역시 주변의 peak들과

분리되어 측정되었다. 측정은 1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Amplifier의 Pole zero, DC

level, Shaping Time 등을 조절하고 에너지 스펙트럼 및 오실로스코프 상의 peak 모양

을 비교하여 에너지 분해능 최적화를 이루었다. 에너지 분해능은 60Co에서 발생하는

1.332 MeV 감마선에 대하여 1.8 keV 분해능(FWHM)을 보였다. 측정된 에너지 스펙트

럼을 이용하여 FRAM 감마선 우라늄 농축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FRAM 분석을 통하여 NU 1, 2 kg 인 경우 농축도 분석값을 비교하였다. 알려진

NU 농축도와 비교하여 각각 5 의 차이를 보이며 분석된 결과를 얻었다. 농축도를 달

리하는 우라늄 선원에 대한 HPGe 검출기를 이용한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측정된 에너지 스펙트럼을 FRAM을 이용하여 농축도를 구하였다.

플루토늄 선원에 대하여 FRAM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원은 Pu 1mg 선

원으로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

다. 분석방식은 우라늄 선원 분석에 쓰였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실험이 진행되었다.

FRAM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분석을 위하여 감마선 측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석방

식이다. 현재 감마선 NDA 분석이 필요한 시설에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CdTe 검출

기 에너지 감마선 측정을 이용한 핵물질 분석이나, Microcal에너imeter를 이용한 성분

비 분석 등 전통적으로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을 위하여 쓰이는 HpGe 검출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고분해능 감마선 검출기를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2) 감마선 분석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Cm/Pu비 결정 연구

사용후핵연료 측정 실험은 조사후실험시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장치는 시료 이

송용 장치, 이동식 collimator, 고정식 collimator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15 참조). 측

정 장치에서 일반적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은 그림 3-2-16와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측정시 시료가 위치하는 지점은 시료 이송용 장치이나 효과적인 측정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이동식 collimator 위에 위치하고 감마선 측정을 수행하였다.

LANL 측에서 측정한 농축 Pu 및 Cm 시료에서 측정한 감마선 스펙트럼과 본 연구

에서 측정된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Pu 및 Cm Fission에 의한 감마선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3-2-16. PIEF 설치된 감마선 분광 장치. 



그림 3-2-17. PIEF에서 측정된 사용후핵연료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낮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폐하기 위하여 원통형의 납 차폐체를 제작하

고 그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측정을 수행하였다. 납 차폐체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Monte Carlo 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계산은 EGSnrc (Electron Gamma Shower)코드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납의 두께에 따른 감마선 투과율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30 cm 이

상의 납에 대하여 1 MeV 이상 감마선의 투과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500 keV 감마선

은 상당히 줄어듦을 알 수 있다.

기초 실험 결과 및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험이 이루어지는 Hot Cell 내의 실험 조건 등

을 바탕으로 총 6 가지 실험 조건을 달리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사용후핵연료 시료와

검출기 사이에 60 mm 두께 흡수체를 둔 경우(case 1), 사용후핵연료와 검출기사이에 100

mm 두깨 흡수체를 둔 경우(case 2), 100 mm 두께 흡수체와 주변 30 mm 두께의 원통형

차폐체를 둔 경우(case3), 100 mm 두께 흡수체와 주변 30 mm 원통형 흡수체를 둔 경우

(case 4), 50 mm 두게 흡수체와 3개의 원통형 흡수체, 3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측정

할 경우(case 5, 6) 이다.

측정 시간은 48 ~ 120 시간까지 변화하며 데이터를 얻었으며, 흡수체 60 mm 이하에서는

dead time이 10 % 이상 되어 에너지 분해능이 떨어져서 원하는 감마선 peak을 측정하기

어려웠다. 흡수체 두께 100 mm에서 dead time이 0.6 % 이며, Fission 감마선을 측정하기

위한 에너지 분해능을 얻을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하여 244Cm Fission에서 발생하는 2789

keV, 3186 keV peak의 측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그림 3-2-18).



그림 3-2-18. 사용후핵연료 측정 장치 조건에 따른 감마선 스펙트럼.

3.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성 분석 및 예비 평가

가. 안전조치 시스템의 요소별 특성 및 안전조치 타당성 분석

(1) 개요

현재 대과제의 최종목표는 100 kg/ batch(10 Mt-HM/ year)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공학 규모의 실증시설(ESPF :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

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1 단계 3 년간은 이에 대한 mock-up 시설을 구

축할 계획이다. ESPF 다음 단계는 100 Mt-HM/year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롯 규모의

KAPF (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이다. 본 연구에서는 KAPF를 중심으로

예비적인 안전조치성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파이로 시설에서의 안전조치성 분석에

필요한 요소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100 Mt-HM/year 규모의 KAPF에 대한 가상의 모

델을 세우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성 분석을 미국의 LANL과 공동연구(KAERI-10 과제

의 일부)로 수행하였다.

(2) 년 100 tHM 규모의 KAPF에 대한 물질 흐름 분석

연간 100 tHM 규모의 KAPF에 대해서 사용후핵연료 수납시설에서 출발하여 집

합체 해체,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피복관 절개/분말화, 전해환원 및 전해정련까지의 공

정과 염폐기물 등의 처리공정들에서의 핵물질의 흐름도를 정리하였다. 사용후핵연료가

100 톤 반입되는 상태에서 각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나 HM의 양을 수치화하여 제시

하였다(그림 3-2-19 참조). 1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입력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전해정

련을 거쳐서 회수되는 우라늄의 양은 약 98 톤이었으며, TRU는 약 1.3 톤이었다.

(3) KAPF의 물질수지구역(MBA) 및 주요측정지점(KMP) 설계 및 분석

PWR 사용후핵연료가 파이로 공정을 거쳐서 SFR(Sodium cooled Fast Reactor)의

핵연료로 제조되는 일련의 공정에 대한 MBA(Material Balanced Area)와 KMP(Key

Measuring Point)를 설정하였다(그림 3-2-20 참조). 사용후핵연료가 입력되어 집합체가



해체되는 시설을 MBA-1으로 정하고, 피폭관 절개/분말화, 전해환원 및 전해정련까지

의 공정을 MBA-2로 정하였으며, 회수된 우라늄 금속을 생산하는 곳을 MBA-3로 정하

고, 핵연료봉까지 제조하는 곳을 MBA-4로 설정하였으며, 핵연료집합체를 만드는 곳을

MBA-5로 설정하였음. 피복관 등의 Hull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곳을 MBA-6로 정하고,

카드뮴 증류에서 Injection Casting에 의해서 금속을 만드는 곳을 MBA-7로 정하였다.

그림 3-2-19. 파이로 단위공정별 물질 수지.

그림 3-2-20. MBA별 KMP 설정.

(4) KAPF의 핵물질 계량관리 방법 및 측정 불확실도 평가

파이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물질들의 불확도를 랜덤오차, 계통오차 및 샘

플링 오차로 분류하여, 가상적인 조건하에서 각 핵물질에 대한 불확도를 결정하여 수

치화하였다. 표 3-2-11에는 Sample Matrix 별 불확실도 설정을 표시하였다.

이 불확실도를 종합하여 100 tHM/year 규모의 KAPF 공정에서 Pu의 미계량물질

(MUF, Measurement Uncertainty For)의 불확도를 계산하였다. KAPF 시설을 가동했을

때 예상되는 Pu의 MUF 불확도를 결정하여 IAEA 허용 가동조건 (95 % 감지확률과 5

%의 경고 오작동율 가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안전조치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



였다.

Pu의 MUF 값은 2.114 kg으로 나타났다. 이는 IAEA의 허용조건인 2.414 kg보다 적

은 값으로, 제안된 규모와 단위공정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측정 장치와 시스템의 신뢰

도를 만족시키어 IAEA 안전조치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Sample Matrix & 

Measurement Method

Uncertainty Component (% Rel. Std. Dev.)

Random System Sampling

 DA : U-oxide Spent Fuel

 NDA-3 : Dirty U Powder

 NDA-1 : Dirty U/TRU Metal

 NDA-2 : Clean U Metal

 NDA-1 : Clean TRU Metal

 NDA-1 : Dirty U/TRU Waste

 NDA-1 : Dirty U Waste

 NDA-1 : Dirty TRU Waste

 NDA-2 : Clean U Waste

 NDA-1 : Clean TRU Waste

 Weighing

0.2

2.0

2.0

8.0

4.0

10.0

10.0

10.0

10.0

8.0

0.05

0.2

1.0

1.0

4.0

1.5

5.0

5.0

5.0

5.0

4.0

0.05

 0.4

- U & Pu in U-oxide powder by IDMS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MOX fuel rod

- Pu mass by HLNC for MOX fuel rod

- U-235 mass by AWCC for HEU Metal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FBR MOX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MOX Scrap at hot cell

- U-235 mass by AWCC for HEU Metal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MOX Scrap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MOX Scrap at hot cell

- Pu mass by HLNC for FBR MOX at hot cell

- Electronic Balance

표 3-2-11. Sample Matrix 별 불확실도 설정

나. 핵물질 계량장비 측정 불확도 분석[3-2-14 ∼ 3-2-16]

(1) 핵물질 계량의 불확도

(가) Bulk 불확도

핵물질의 계량관리는 기본적으로 Bulk 측정, 물질의 sampling, 그리고 측정분석

(analysis)의 3 가지 측정 절차에 기반하고 있다. Bulk 측정은 item의 총 무게나 부피를

결정하는 측정이며, 이 때 고려해야 하는 오차의 특성을 bulk 불확도로 표현할 수 있

다. NDA 측정일 경우 별도의 밀도보정이 필요 없거나 item sampling 하지 않고 전체

를 측정 할 경우bulk 측정은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확도 고려가 필요 없다.

Bulk 불확도는 적용하는 저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IAEA 안전조치에 사용되는 경

우 대부분 약 0.05%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

(나) Sampling 불확도

Item 전체를 측정분석 하지 않고 일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경우, 샘플이

전체 item 혹은 batch를 대표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러한 sampling 불확도는 대상물질의 종류(물리적 화학적 형태 및 불순물 포함 등) 및

측정(분석)하고자 하는 양(동위원소 간 비율 혹은 함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Sampling

영식 bulk측정과 마찬가지로 item 전체를 측정할 경우 sampling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sampling 불확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 Analysis 불확도

파괴분석(DA) 혹은 비파괴분석(NDA)을 통해 측정 대상물질의 원소 혹은 동

위원소 함량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불확도로써, 대상물질의 종류(물

리적 화학적 형태 및 불순물 포함 등), 측정(분석) 하고자 하는 양(동위 원소 간 비율

혹은 함량 등), 적용하는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DA 분석에 대한 불

확도는 1% 이하이고, NDA에 대할 불확도는 그보다 크며, scrap 물질 등에 대해서는

10%까지 커지기도 한다. Anaylsis 불확도는 물질item 전체에 대한 불확도가 아니라,

채취된 샘플에 대한 결과의 불확도이므로, 최종적인 전체 item 혹은 batch에 대한 분석

결과 해석 시에는 sampling 불확도와 analysis 불확도의 효과를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

다.

(2) 파이로 공정의 핵물질 계량측정기술 선정 및 불확도 설정

파이로 공정의 각 물질별 핵물질 계량 방안과 관련하여 계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도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하였다. 측정불확도 중 Sampling 불확도는 공정물

의 균질화 정도(핵물질, or Scrap)를 예측하여 International Target Values (ITV) 에서

정의하는 물질 중 유사하다고 판단한 값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성자 및 감마를 이용한 NDA 방법의 불확도는 현재 IAEA의 ITV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ITV 근거는 대상 물질의 차이에 따른 불확도 차이 경향만을 참고하여 적용

하였다. 여기서 기술하는 모든 불확도 수치는 상대불확도로서 단위는 %이다.

(가) Bulk 불확도

ITV에 근거하여 무게 측정에 대한 불확도는 전자식, 기계식 저울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하게 random 불확도 0.05, systematic 불확도 0.05 로 예측할 수 있다. 모든

산출물 item에 대해 계량을 실시하는 U 잉곳 및 TRU 잉곳일 경우, bulk 측정에 의한

불확도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Sampling 불확도

균질화된 사용후핵연료 분말 및 산화공정 후 분말의 sampling 불확도는 ITV의

Reprocessing Input Solution에 대한 random 및 systematic 불확도 (각각 0.30, 0.20) 보

다는 크고 Clean MOX Scrap에 대한 불확도 (각각 1, 미결정) 보다 작다고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각각 1.0 및 0.5로 가정하였다. U 잉곳 및 TRU 잉곳의 경우, 공정 산출물

모든 item에 대해 NDA 측정을 수행하여 sampling에 의한 불확도 기여도는 없을 것으

로 판단한다. 각종 공정 폐기물에 대한 sampling 불확도는 random 불확도는 10,

systematic 불확도는 5로 추정하였다.

(다) Analysis 불확도

균질한 사용후핵연료 혼합분말에 피동형 중성자계수로 Cm 양, 감마분광에 의

한 burn-up 결정, ORIGEN 모사에 의한 Pu, U-235 및 최종적으로 Cm ratio를 결정한

다. 피동형 중성자계수 모드 측정의 불확도는 ASNC Cm 오차((SF rod cuts 대상 DA



결과 비교) 약 8%(측정오차 ~2%, burn-up 오차 ~2%, ORIGEN 오차 ~7%)로부터

random 및 systematic 불확도를 각각 6.0, 5.0로 추정하였다. 감마분광 모드 측정불확도

는 일반적인 오차 수준에 근거하여 각각 2.0, 2.0으로 추정하고, Burn up에 대한

ORIGEN 모사 결과 Pu 및 U 양에 대한 불확도도 일반적인 오차 수준에 근거하여 각

각 2.0, 2.0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Pu, U, Cm ratio 결정에 대한 Analysis 불

확도 조합(sqrt (6.0^2+ 2.0^2+2.0^2), sqrt(5.0^2+2.0^2+2.0^2))에 의해 각각 6.6 및 5.7로

최종 추정할 수 있다.

산화공정 이후 U3O8 분말에 대해서는 피동형 중성자계수 모드 측정에 의한 Cm 양

결정 (불확도: 6.0 / 5.0) 및 Cm ratio (불확도 6.6 / 5.7)의 조합을 통해 Pu 양 결정에

대한 Analysis 불확도(sqrt(6.6^2+6.0^2), sqrt(5.7^2+5.0^2))를 각각 8.9 및 7.6로 예측하

였다.

능동형 중성자계수로 측정한 U-235 양 결정에 대한 Analysis 불확도는 앞 절의 능

동형 중성자계수 실험 결과 (측정 오차 약 4%) 및 교정 시 발생하는 불확도(약 7%)를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U 잉곳 내 포함된 TRU 불순물 . 이 때해 산화공정

분말과 마찬가지로 피동형 중성자계수 모드 측정에 의한 Cm 양 결정 (불확도: 6.0 /

5.0) 및 Cm ratio (불확도 6.6 / 5.7)의 조합을 통해 Pu 양 분석에 대한 Analysis 불확

도(8.9 / 7.6) 예측 (sqrt(6.6^2+6.0^2), sqrt(5.7^2+5.0^2))할 수 있다. 표에 제시된 수치

는 보수적으로 상기 두 불확도 중 큰 경우를 대표 불확도로 가정하였으며, 참고로 능

동형 중성자계수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증하기 위해, 감마분광 모드 측정을 통한 농축

도 확인(불확도: 6.0/5.0) 및 전체 있, Cm 양, Cm ratio . TRU 양, 농축도 . 여 U-235

양을 산출할 때해 이에 대한 불확도 조합을 통해(sqrt(6.0^2+6.6^2+6.0^2),

sqrt(5.0^2+5.7^2+5.0^2)) 예측되는 Analysis 불확도는 각각 10.7 및 9.1로 볼 수 있다.

TRU 잉곳에 대한 불확도는 산화공정 분말과 같은 피동형 중성자 계측 및 Cm ratio

방법으로 결정되므로 동일한 불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Hull 등 기타 깨끗한

금속 폐기물에 대해서는 피동형 중성자계수 및 Cm ratio 이용 방법을 적용하여 같은

불확도를 가질 것으로 추정하고, 염 폐기물 및 음극 폐기물은 폐기물 내 염, 금속 등의

불순물의 영향으로 불확도가 커질 것으로 보고 각각 10과 8.0으로 가정한다.

다. 안전조치 시스템 모사 및 분석

(1) 개요

Mockup의 개념설계를 ESPF의 예비설계로 간주하고, 이 설계도를 기준으로 개략

적으로 MBA와 KMP를 설정하고, 안전조치 장(계량장비와 감시 장비)의 성능을 기존의

기술 순으로 설정하였다. 재처리와 파이로 시설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재처리시설에서

의 Input Accountability Tank에 대응되는 것이 파이로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nput Accountability Tank에 대응되는 장치가 사용후핵연료의 분말을 혼

합하여 균질화하는 장치이다.



(2) 기준사용후핵연료

기준 사용후핵연료는 앞으로 국내의 발전소에서 사용할 핵연료에 대한 추세를

감안하여 고연소도 핵연료의 사용후핵연료를 기준핵연료로 선정하였다. 농축도

4.5wt%, 연소도 5.5Gwd/tU, 냉각기간 10년의 사용후핵연료를 기준 사용후핵연료로 선

정하였다.

(3) 분말 균질화

분말 균질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연소도가 다른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혼합하

여 균질화 시키므로 부분 샘플을 통해서 화학분석(DA) 혹은 중성자 측정방법(NDA)을

이용하여 쉽게 성분비 및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분말 균질화 장치를 기점으로

Shipper-Receiver Difference(SRD)를 결정할 수 있고, 파이로 공정에서의 핵물질 계량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

(4) 안전조치 개념설정

10 t/yr로 SF를 ESPF에서 처리한다는 가정 하에, 핵물질 흐름도를 분석, 핵물질

계량장비를 배치하고 그림 2-3-3과 같이 MBA와 KMP를 설정하였다. 근실시간 계량관

리(NRTA), 공정모니터링, 전처리 셀에서 특수 핵물질 정밀 측정 및 SRD 결정을 통하

여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시스템의 예비개념 설계

를 수행하였다.

그림 3-2-21.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 예비개념 설계.

(5) 안전조치성 분석

(가) 안전조치성 정의

안전조치성 분석 결과, U-235와 Pu 각각의 IAEA Detection Goal 인 1 SQ(

U-235 : 75 kg, Pu : 8 kg)보다 적은 값으로 나타나야 안전조치성이 확보된다.

(나) 핵물질 종류별 오차 설정



파이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물질들의 불확도를 랜덤오차, 계통오차로

분류하여, 가상적인 조건하에서 각 핵물질에 대한 불확도를 결정하여 수치화하였다.

DA or NDA

Method

Random System

weigh sampling analytic weigh sampling analytic

1 0.05% 0.40% 0.20% 0.05% 0.40% 0.20%

2 0.05% 0.40% 2.00% 0.05% 0.40% 1.00%

3 0.05% 0.40% 2.00% 0.05% 0.40% 1.00%

4 0.05% 0.40% 4.00% 0.05% 0.40% 1.50%

5 0.05% 0.40% 10.00% 0.05% 0.40% 5.00%

6 0.05% 0.40% 10.00% 0.05% 0.40% 5.00%

7 0.05% 0.40% 10.00% 0.05% 0.40% 5.00%

8 0.05% 0.40% 10.00% 0.05% 0.40% 5.00%

9 0.05% 0.40% 8.00% 0.05% 0.40% 4.00%

10 0.05% 0.40% 8.00% 0.05% 0.40% 4.00%

11 0.05% 0.40% 8.00% 0.05% 0.40% 4.00%

표 3-2-12. Method별 불확실도 설정 

(다) MUF 불확도 분석

LANL과 공동연구로 수행한 KAPF에 대한 안전조치성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ESPF에 대한 예비개념 설계에 대한 안전조치성을 분석해 본 결과, U-235와 Pu의 MUF

불확도가 각각 12.75 kg, 1.36 kg로 나타났다. 이는 U-235와 Pu 각각의 IAEA

Detection Goal 인 1 SQ( U-235 : 75 kg, Pu : 8 kg)보다 매우 적은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ESPF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전조치설계를 하면 안전조치성이 확보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라. 파이로 공정 핵물질 계량방안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 공정에서 주요 계량 대상물질은 우라늄(U)과 플루토늄(Pu)

이며, 이 주요 대상 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KMP는 파이로 공

정 전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균질화 작업 후 지점과 파이로 공정의 최종 생산물로써 우

라늄 잉곳과 우라늄/TRU 잉곳이 있는 지점이다. 그림 2-3-4에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

분이 앞서 언급한 3대 KMP의 측정 대상 물질이며, 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계량시

스템 및 그에 따른 최종 계량 대상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개

의 KMP 지점에서 통합 NDA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정량 측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함께, 정확한 핵물

질의 계량 관리와 전해정련 및 제련의 공정관리, 최종 생산물인 TRU 잉곳의 품질 관

리를 위해, 최초 공정 시작 전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혼합하여 균질화 하는 공정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분말 균질화 공정을 제안하였다.



그림 3-2-22. 파이로 주요 공정 및 3대 주요측정지점의 계량 시스템.

(1) 통합 NDA 장비

통합 NDA장비(Unified NDA System)를 활용한 계량은 우물형 중성자계수기에

외부 중성자선원(AmLi) 및 소형 감마검출기 및 저울을 통합하여, 피동형/능동형 모드

의 중성자계수 및 감마분광 NDA가 가능한 일체형 NDA 장비이다. 통합 NDA 장비는

핫셀 내 원격조작 환경에서 계량대상 물질의 이동조작을 최소화하고, 계량측정 별로

발생할 수 있는 systematic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KMP별

동일한 통합NDA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설정한 측정방안에 따라 통합NDA의 일부 측정

모드만 활용이 가능하다. Bulk, Sampling, Analysis 불확도는 IAEA의 핵물질 안전조치

의 측정 불확도 목표치인 ITV와 ASNC 및 능동형 중성자계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예

상치를 추정하였다.

(2) 3대 KMP 계량측정시스템 방안

(가)균질화 SF 분말에 대한 계량 방안

본 KMP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대상은 U-235의 양, Pu의 양, 그리고 Cm의 양

이다. 첫 번째로 피동형 중성자계수 모드를 이용하여 큐륨(Cm)의 양을 측정하고, 전체

혼합 분말의 무게 및 샘플의 무게를 고려하여 전제 Cm 양을 결정한다. 두 번째로 동

일한 샘플에 대해 감마분광 모드를 통해 Burn-up을 결정한다. 결정된 Burn-up을 입력

값으로 ORIGEN 모사를 통해 Pu, U-235의 양을 결정한다. ORIGEN을 통해 결정된 원

소의 양은 ORIGEN 모사에 입력한 핵-up을양에 근거한 값이므로, 혼합 분말 전체의

무게를 고려한 Pu, U-235 양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얻어진 Cm, Pu,

U-235의 양을 이용해, 이후의 KMP에서 계량에 이용할 큐륨 대비 우라늄, 큐륨 대비

플루토늄 비 (Cm ratio: U/Cm ratio=U-235/Cm, Pu/Cm ratio = Pu/Cm)를 계산한다.

이후의 KMP에서는 대상 공정 물질 내 RIG많은 방사선 신호인 Cm의 자발 핵분열 중

성자를 측정하여 Cm 양을 계량하고, 여기에서 결정한 Cm ratio를 이용하여 Pu 및

U-235의 양을 결정한다. 단, 전해 o를 혼합 분산출양을 한다수지상 결정(dendrite) 및



U다. 단,경우 Cm ratio가 변하여 대비 우라늄없으므로, 능동형 중성자계수 및 감마 분

광을 통해 U-235 양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결정한 에서 결정양을 기준으로, 선적 물

질수지 구역율 결정한다. 한다급되는 결정(den를 보관하고 있던의 양은 ORI시설지상

단계결정물질수지 구역 OR인수 물질 수지 구역 (파이로 공정 시설에서 최초로 사용후

핵연료 다발을 입고해 보관하고 있는 물질수지 구역) 사이의 인수 인도 차이 (SRD:

Shiper Receiver Difference)를 결정하고, 이후의 계량관리 기준으로 삼는다.

(나)U 잉곳에 대한 계량 방안

전해정련 공정을 거쳐 음극에 형성된 U 수지상 결정은 염증류 장치 및 잉곳

제조 장치를 거쳐 약 20 kg의 U 잉곳 형태로 산출된다. 공정 처리 용량에 근거하면 10

일에 최대 23 개의 잉곳이 생산되며, 잉곳은 샘플링 과정 없이 모두 통합 NDA 장치를

이용해 측정한다. U 잉곳을 통합 NDA 장치에 장착하고, 능동형 중성자계수 모드로 측

정하여 교정곡선을 통해 U-235 양을 결정한다.

파이로 공정 연구에 따르면 최종 U 잉곳 내 TRU가 불순물로서 포함되는 양은 약

질량 대비 0.01%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순물로서 포함된 TRU 내 Pu의 양은 미미하지

만 관리 대상 수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 g) 측정을 통해 계량할 필요가 있다. 피동

형 중성자계수 모드를 이용해서 측정한 자발 핵분열 중성자를 측정해 Cm의 양을 결정

한다. 공정 원리 상 이때의 Pu/Cm ratio는 불변이므로 ratio를 이용해 Pu 양 및 TRU

양을 결정한다.

(다)TRU 잉곳에 대한 계량 방안

20 kg TRU 잉곳을 통합NDA 장치에 장착하고, 피동형 중성자계수 모드로

Cm 양을 측정하여, 최초에 결정한 Cm ratio를 이용해 Pu 양을 결정한다. 전해정련 공

정을 통해 대부분의 U가 회수되었기 때문에 U-235/Cm ratio는 유지되지 않으므로

U-235의 양은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현재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감마분광 모

드를 통한 U-235와 Pu의 비를 측정하는 방안이다. 많은 핵분열생성물 가운데 주요 감

마 방출로 인 Cs은 산화공정에서, Sr은 환원공정에서, 그리고 Eu은 제련공정에서 제

거되기 때문에, 최종 TRU 잉곳의 경우 U, Pu 등 특수핵물질에 대한 감마 분광의 적용

성이 이전 단계의 공정물질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감마분광을

통해 결정한 U-235/Pu 비와, 앞서 결정한 Pu 양을 통해 U-235 양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기타 공정 및 KMP에 대한 계량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입고하여 절단하기까지의 공정에서는 샘플링에 의한 파

괴 혹은 비파괴 분석을 수행하여 핵물질을 정량화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확도

가 큰 추정치는 측정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다발 및 연료봉의 item

counting 및 무게 측정을 하고, 격납감시(C/S)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주된 안전조치 기

법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검증은 기존의 IAEA 안전조치 검증에 활



용하는 감마 혹은 중성자 검출기([3-2-17])를 활용하여 전부 혹은 부분 전용을 검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핵연료 피복관, 금속 음극 등 금속폐기물과 전해환원, 정련 및

제련에 이용된 염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전해정련 금속음극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들

은 TRU 잉곳에 대한 측정과 마찬가지로, 포함된 핵물질의 중성자 방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m을 측정하고 Cm ratio를 이용해 핵물질을 계량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

다. 회수 우라늄이 대부분인 전해정련 금속 음극에 대해서는 U 잉곳에 대한 측정 방법

과 같이 능동형 모드 및 피동형 중성자 측정 모드를 통해 U-235와 Pu에 대한 계량을

수행한다.

마. 파이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성 분석 전산코드 개발

(1) 핵물질 통합 계량관리 전산코드의 기본틀 수립

ESPF의 예비설계도를 기준으로, SF가 ESPF 시설 내에 설치된 단위공정 장치를

거쳐 가는 동안 핵물질이 흘러가는 과정과 핵물질 계량장비로 측정하는 과정을 모사하

는 방법으로 전산코드의 기본틀을 설정하고, 일차적으로 시간 개념을 도입한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각 KMP에서의 핵물질의 종류 및 특성을 바탕으로 핵물질 계량에 적합한 계량장비

를 선택하고, 이들의 측정오차를 고려해 핵물질 흐름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

으로 설계하였다. 계량장비별 측정오차는 국내외의 실험결과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

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활용하고, 핵물질의 흐름도는 주요공정을 기준으로 설계하

였다(그림 3-2-23).

그림 3-2-23. 주요 공정을 거쳐 가는 핵물질의 흐름도.

(2) Pyro 핵물질 통합계량관리 코드의 기본 개념 수립

ESPF 시설의 단위공정 장치를 기준으로 공정에 입력된 사용후핵연료가 각 단위

공정을 거칠 때 핵물질의 형태 및 흐름 변화를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



도록 파이로 핵물질 통합계량관리 코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각 KMP에서의 핵물질 종류 및 특성을 바탕으로 핵물질 계량에 적합한 계량장비를

선택하고, 이들의 측정오차를 고려해 핵물질 흐름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고, U

과 Pu 등의 특수핵물질이 존재하는 공정에 주안점을 두고 Cs/Sr 등의 폐기물의 최종

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파이로 핵물질 통합계량관리 코드의 개념설계 시, 핵물질 종류 및 적용 계량장비별

측정오차는 미국 LANL에서 2007 년도에 수행한 KAPF의 안전조치성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ASNC의 실험 자료를 활용하였다.

바. 한-IAEA간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IAEA는 파이로 프로세스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접근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접근방안 개발지원 (Support for Development

of a Safeguards Approach for a Pyroprocessing Plant)”을 위한 회원국지원프로그램

(MSSP : Member State Support Program) 을 추진하기로 한국과 계약(수행 기간 : 3

년)을 체결하였다.

이 MSSP연구내용에는 전세계의 파이로 프로세스 개념에 대한 기술정보(공정특성,

물질 특성, 물질흐름)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안전조치 접근방안의 모델이 되는 기

준파이로시설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1 차년의 주요 업무다. 2 ∼ 3 차년도에는 기준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설계 및 안전조치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MSSP 프로젝

트의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은 표 3-2-13과 같으며, 추진일정은 그림 3-2-24과 같다(1차

년도 수행 내용은 세부과제인 “핵물질 계량 안전조치 기술개발”과제의 단계보고서 내

용 참조).

그림 3-2-24. MSSP Plan and Schedule.



Year Work Scope

1st Year

(2008. 8 

-2009. 7)

   ( 1 ) Information collection and basic analysis

   (1.1) Collection of information (design and characteristics) on 

pyroprocessing facilities

   (1.2)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1.3)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characteristics

   (1.4) Analysis of nuclear material flowsheet

   (1.5) Determination of a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concept

   (1.6) Determination of safeguards relevant design information

2nd & 3rd 

Years

(2009. 8 

-2011. 7)

( 2 ) Nuclear material accountancy and DIQ for the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2.1) Analysis of possible MBAs and KMPs

   (2.2) Identification of possible operator measurement systems

   (2.3) Verification methods of operator declaration and role of SSAC

   (2.4) Simulation of operation and MUF Determination

   (2.5) Development of a model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for the 

reference facility

( 3 ) Assessment of safeguardability of the reference pyroprocessing 

facility

   (3.1) Analysis of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roposals for design 

features supporting safeguards implementation

   (3.2) Assessment of available safeguards measures and technologies

   (3.3) Identification of elements and structure which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afeguards approach

표 3-2-13. IAEA Proposed Work Outline

사. ACPF의 안전조치 이행 및 PRIDE의 설계정보서 작성

(1) ACPF의 안전조치 이행

(가) 핵물질 계량관리 및 사찰 수검

2009년 11월 9일 현재, ACPF 시설의 핵물질 재고현황은 Table 3.3.22와 같으

며, 2009년말 현재 ACPF 내 핵물질 재고량은 30,480 kg-U이다. 당해 단계 연구기간 동

안 ACPF와 연구소 내 시설 간 총 9회의 핵물질 이동이 있었으며, 특히 2007년 7월에

는 DUPIC 시설로 이동 중이던 사용후핵연료와 DUPIC 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표

준시료를 이용하여 ASNC의 측정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총 3회의 IAEA 사찰을 수검하였으며, 사찰 이외

에 감시 장비 설치를 위한 IAEA의 기술 방문이 추가로 3회에 걸쳐 있었다.



(나) IAEA 감시장비 설치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IAEA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안전조치 이행 실

무그룹 회의에서 ACPF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테스트에 대비하여 IAEA의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후, 2009년 4월에 감시 장비를 수령하여 2009년 5월부터 사전 준비작업

및 장비설치 작업을 수행하여 2009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다. 또한, ACPF의 핵물질 계량관

리를 목적으로 본 과제에서 개발한 ASNC를 IAEA의 안전조치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설명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IAEA 측과 협의하였다. 그 결과, ASNC의 측정자료를 별도

의 저장매체(Compact Disk, CD)에 저장하여 IAEA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ASNC를

IAEA cabinet에 연결하는 문제는 향후 IAEA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

였다.

(2) PRIDE의 설계정보서 작성

한·IAEA 전면 안전조치 협정(INFCIRC/236) 및 원자력법 시행령 제 324조 규정

에 의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 156호)에 의

거하여[3-2-18],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 cold 시험시설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PRIDE)에 대한 설계정보(Design Information, DI) 및

초기 설계정보서(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DIQ)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를 경유, IAEA에 제출하였다.

(가) 초기 설계정보의 제출

PRIDE 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변환시설(DUF4 Conversion

Plant, 시설코드 : KOI)을 재활용하여 구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인 변환시설

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PRIDE 시설의 구축 계획이 수립된 직후인 2008년 8월

에 PRIDE 시설의 건설계획을 반영한 변경된 변환시설의 설계정보서를 IAEA에 제출하

였다.

(나) 초기 설계정보서의 제출

IAEA는 2009년 3월에 PRIDE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서 제출 일정을 협의한 이

후, 2009년 5월에 PRIDE 시설을 변환시설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물질수지 코드(KOV2)

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2009년 7월에 PRIDE 시설에 대한 초기 설계

정보서를 IAEA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IAEA 사찰관이 방문하여 PRIDE 시

설에 대한 현장 조사(Preliminary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를 실시하였다.

PRIDE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서 제출, 시설부록 취득 등과 같은 안전조치 이행 현황

및 계획을 요약하면 그림 2-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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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설계정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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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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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필요자료 : 
- 초기 설계정보서 내용의 수정 보완

O 관련과제 : 공정 및 시스템 대과제

초기설계정보서
(2009.7)

O 필요자료 : 
- 취급핵물질 종류, 양(연간, 총량), 형태
- 핵물질의 흐름(공정도, KMP, 이동경로)
- 공정 장비 및 용기에 관한 정보, 배치도
- 계량관리 방법 및 측정수단

O 관련과제 : 공정 및 시스템 대과제

최초 핵물질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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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설
구조변경 시운전

공정장치 제작 및 설치

MSM 제작 및 설치

Cell 구축 및 부대설비 설치

MBA 코드(KOV2) 
획득 (2009. 5) IAEA DIV

(2010. 2)

Blank test

그림 3-2-25. Safeguards Implementation of the PRIDE.

제 3 절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

1.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가.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핵심 장치 개발

     탈피복/분말화 공정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절단 연료봉(clad+pellets)을 헐과 분말

로 분리/산화시키는 연료 산화장치와 헐과 분말을 회수하는 회수장치를 말한다. 

(1) 핵심장치 설계를 위한 메커니즘 고안 및 분석

       단일공정 장치에서 절단 연료봉의 펠릿을 분말화 하고, 헐과 분말을 독립적으

로 회수할 수 있는 일체형 메커니즘을 고안하기 위하여 기존 기계적 탈피복 방식

(slitting, ball mill, roller straightening 등)[3-3-1,3-3-2]과 화학적 탈피복 방식

(muffle furnace, rotary kiln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계

적 ball drop의 탈피복 방식과 화학적 rotary kiln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탈피복/분말

화 일체형 장치의 핵심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메시형 반응기는 그림 3-3-1과 같이 외부에 다수(40개)의 블레이드를 부착하여 연

료산화 중에 메시 밖으로 빠져 나와 분말 수집기에 놓여있는 작은 펠릿 조각들을 교반

시켜 산화효율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메시형 반응기 내부에 세라믹 볼을

투입하여 메시 반응기가 회전하면 세라믹 볼이 반응기 내벽을 따라 올라갔다가 중력방

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연료봉에 충격을 가하여 연료봉 내부의 펠릿들을 깨뜨린다. 

따라서, 연료봉 내부에서 깨어져 나온 펠릿조각들은 산소 접촉 면적이 늘어나 산화속

도가 향상된다. 

  분말회수는 산화가 완료된 후 분말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동 레버로 분말 수집기를

180° 뒤집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가열기 하부에 수직 방향으로 air-locker를 설치



하여 산화효율 및 분말회수율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고안하였다. 바이브레이터 진

동방식은 볼트를 풀리게 하는 단점이 있다. 산화 중에 air locker를 작동하여 산화효율

을 높여주며, 산화 종료 후에는 air locker를 작동하여 분말의 회수율을 향상시켜 준

다. 

그림 3-3-1. 메시형 반응기의 정/역 회전시 헐과 분말의 동작.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배출 증대를 위한 진공시스템은 헐을 회수하고 난 후,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진공(1 torr)을 유지(feedback system)한 상태로 반

응기를 정회전 시키면서, 1,250 ℃ 까지 온도를 단계적으로 승온(PID 제어) 시키는 메

커니즘을 설계하였다. 이는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배출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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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용 진공펌프의 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라인 상에 쿨링 펜(cooling fan)을 설

치하여 온도를 강하시키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분말은 진공라인으로 휘발성 핵분열 생

성물을 배출시킨 후에 회수한다. 

  연료 산화와 헐/분말회수 메커니즘 설계은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 메커니즘을 토

대로 메시형 반응기가 정회전하면서 펠릿의 산화가 진행되고, 산화 종료 후에는 반응

기의 역회전에 의해 헐이 분리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배출

증대를 위해 반응기 내부가 진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반응기와 가열로 간격과 외부온도 변수에 따른 열전달 특성은 1,250 ℃ 조건에서 반

응기와 가열로 간격(10, 20, 30, 40, 50 mm)과 외부온도 변수(1100, 1200, 1300, 

1400, 1500 ℃)에 따른 열전달특성을 COSMOSWork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헐/분말 배출밸브와 회전축부에서 내부온도의 분포에 따라 열손실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기와 가열로 간격이 35 mm 일 때 내부가 1,250 ℃를 유지하기 위

한 외기의 공급 온도는 1,300 ℃이다. 

  헐의 변형방지를 위한 볼 직경은 500 ℃에서 반응기 내의 볼 구름 충격에 의한 헐

변형의 열분석(등가응력 안전계수 1.6)을 통하여 볼 직경(70 mm)을 도출하였다.

  고온에서의 장치 수평회전축의 처짐을 고려한 축의 직경을 위해 1,250 ℃에서 수평

회전축의 처짐에 영향을 주는 하중(메시 + 반응기 + 세라믹 볼 + 시료 등) 에 의하



여 변형되지 않는 회전축 직경 크기에 대한 열 해석을 수행하였다. 반응기의 재질은

인코넬 601, 볼은 탄화규소(SiC)이며, 처짐을 증가시키는 축 표면 온도는 1,250 ℃ 이

다. 또한 축에 조립되는 부품들에 의한 축 고정 대상은 flange, chamber cover, 

bearing 등이 있다. 분석을 통해서, 회전축이 열변형에 대한 처짐 변형이 일어나지 않

는 회전축의 직경을 35 mm로 결정하였다.

(2) High-throughput 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제작 및 구동 성능시험

       연료 산화를 위한 가열 및 메시형 반응기의 재질은 내열성이 우수한 인코넬

601을 사용하였고, 히터부 분할/슬라이드 기능을 갖고 있으며, S/F 기준으로 20 

kgHM/batch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성능실험을 하였다(SF 용량 20 

kgHM/batch, 크기는(H) 132 x (L) 44 x (W) 8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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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면서 정/역회전이 원활히 작동되었다. 분말 수집기는 수동레버에 의해 180° 구간

안에서 원활히 동작되었으며 시험용 헐을 사용하여 회수장치 투입구에서 배출구까지

예비 통과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100 % 회수율을 갖는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산화 핵심장치의 blank 성능 시험에서, 내부 온도를 500 ℃까지 승온시키는데 약

100분이 소요됐으며, 진공도 실험에서 1 torr를 유지하였다. 또한, 800 ℃ 이상에서

반응기 회전축의 바이톤(viton) 씰에 문제가 발생(재질 변형)하여 칼레츠(kalez) 씰로

교체하였다.

  모의 연료는 6가지의 대상연료 후보물질(W, SiC, AIN, BN-B, BN-W, Si3N4)을 선

정하고 산화도 실험을 수행하여, UO2의 부피 팽창비(2.7)와 유사한 부피 팽창비

(2.5~3.4)인 후보대상 물질(W 90 % + SiC 10 %)을 선정하였다. 또한 6 kg의 모의

연료를 사용하여 모의 펠릿을 제조하였다. 이 펠릿을 이용하여, SUS 316의 봉(O.D ∅ 
13.8 x I.N ∅ 10.5 mm)을 사용하여 길이별(30, 70 mm) 모의 연료봉을 제작하여 4

회에 걸쳐 헐과 분말 회수율 실험 시료로 사용하였다[3-3-3].

  분말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한 분말 회수 실험은 30 mm의 모의 연료봉 1회씩 2 캠페

인, 70 mm의 모의 연료봉 1회씩 2 캠페인 등 모두 4회에 걸쳐 펠릿 량 6 kg을 사용

하여 산화 후 분말 회수실험을 수행하였다.

  - 1, 2차 실험 : 모의 연료봉 30 mm(펠릿 1. 5 kg) 투입 후 헐/분말 회수율 실험하

였다(산소 농도 21 %, 500 ℃, 공급유량 3,500 cc/min) : 2 캠페인. 

  - 3, 4차 실험 : 모의 연료봉 70 mm(펠릿 1. 5 kg) 투입 후 헐/분말 회수율 실험하

였다(산소 농도 21 %, 500 ℃, 공급유량 3,500 cc/min) : 2 캠페인.

  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하여 모의 연료봉의 길이별로 500 ℃에서 산화 후, 헐/분말을

회수하여 회수율을 평가한 결과는 표 3-3-1과 같다. 분말 회수율은 모의 연료봉 30 

mm의 분말회수율은 97.1 %이고 70 mm의 분말회수율은 97.6 % 이다. 모의 연료봉



의 헐 회수율은 모두 100 % 회수되었다.

표 3-3-1. 연료 분말 및 헐의 회수율

실험횟수
연료봉 

길이

분말 무게(g) 분말 

회수율

(%)

헐 수량(ea)
헐 회수율

(%)이론배출 

무게

실제배출 

무게
투입 배출

1차 7 cm 1841.72 1798.5 97.34 48 48 100

2차 3 cm 1825.27 1774.46 96.86 111 111 100

3차 7 cm 1841.72 1808.76 97.89 48 48 100

4차 3 cm 1825.27 1783.16 97.33 111 111 100

(3) 탈피복/분말화 공정핵심장치 분말화 시험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산화반응 모듈의 산화/회수 핵심장치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20 kgHM//batch 용량의 모의 연료봉(길이 70 mm)을 사용하여 산

소농도 20 % 및 50 % 에서 산화시간을 측정하고 분말을 직접 샘플링 하는 메커니즘

을 고안하였다. 또한 산화 반응기내 3지점의 분말을 샘플링하여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로 입자 평균 분포도를 측정하였다.

  2007년도에 인코넬 601을 사용하여 제작한 산화/회수 핵심장치의 반응기에 대해 유

량 120 cc/min의 산소분위기에서 1,000 ℃ 까지 승온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U3O8 체적 및 연료봉 체적에 안전계수 값을 적용하여 연료봉 길이

별과 연료 무게별로 산화 반응기의 볼륨 예측 식을 도출하였으며, 상기의 결과들을 반

영하고, 3D 분석 등을 통해서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상세 설계하였

다.

(가) 탈피복/분말화 산화효율 시험

           산화/회수 핵심장치의 연료산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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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4) 및 연료봉(SUS 316 tube, O.D ø 10.5 mm + 모의 연료)을 30 mm, 70 

mm 길이로 제조하여 500 ℃ 승온 후 산화/회수 핵심장치에 투입하였다. 

 산화 효율을 나타내는 산화시간 측정을 위하여 500 ℃ 이상에서 갈바닉(Gvalvanic) 

센서와 지르코니움(ZrO2)센서로 산소농도를 인식하고, 유량조절기인 MFC(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하여 질소와 산소의 혼합비를 변화시켜 산소농도를 100 % 까지 조

절하고,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산소농도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모의 연료봉 길이에 따른 산화시간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산화/회수 핵심장치

에 500 ℃에서 공기(유량 120 cc/min)를 공급하고, 모의 연료봉 ℃에서(산소 농도

21 %, 50 %), 모의 연료봉 7℃에서 (산소 농도 21 %, 50 %)를 투입 후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산소농도의 증가에 따라 산화효율이 25 % 증가하였다.(O2 20 % 



: 720분, O2 50 % : 610분).

(나) 샘플링 메커니즘 고안 및 모의 분말입자의 균질도 평가

           분말화된 모의 입자크기의 분포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증가에 따라서 평균 

입도 분포 평가하기 위해서 SolidWorks를 이용하여 3D 분석을 수행하고, 산화/회수 

핵심장치로부터 분말을 직접 샘플링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그림 3-3-2와 같이 제

작하였다. 주요 특징은 샘플 채집 스푼을 샘플포트를 통해 주입하고 밸브를 교대로 닫

아주고, 샘플 챔버(sample chamber)를 분리한다. 샘플채집 스푼이 수평방향으로 이동

하는 분말 샘플링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samp 반응기내에서 

직선방향sa세 지점에서 분말을 샘플링하였다. 샘플링 메커니즘의 이용은 용이하였으며, 

온도에 의한 영향이나 누수는 발생되지 않았다. 입도 분다. 입도 분다. 입도 분다. 입도 

분다. 입도 분다. 입도분포도를 측정한 결과, 연료봉 길이 70 mm와 산소 농도 50 % 

에서 9,8 ~ 12.95 μm의 입도를 보였다. 또한, 산소농도 증가에 다른 분말 입자의 특

성을 분석 결과는 농도 증가에 따라 평균 입도분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mple Chamber

Sample Cap

Sample Port

Clamp

2ndValve

Sample Spoon

이중오링으로안전실힝

1st Valve

(a) 샘플링메커니즘제작

(c) 샘플링메커니즘설치
(b) 샘플링메커니즘제작

Sample Chamber

Sample Cap

Sample Port

Clamp

2ndValve

Sample Spoon

이중오링으로안전실힝

1st Valve

(a) 샘플링메커니즘제작

(c) 샘플링메커니즘설치
(b) 샘플링메커니즘제작

그림 3-3-2. 샘플링 메커니즘 고안 및 제작.

(4)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설계 데이터 생산

       공학규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 데이터 생산을 위해 2007년도에 

개발한 탈피복 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를 이용하여 다음의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인코넬 601로 제작한 반응기에 대해 유량 120 cc/min의 공기분위기에서 진공 1 

torr(1/760 mmHg) 분위기에서 PID 온도 컨트롤러와 진공도를 조절할 수 있는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000 ℃ 까지 승온 시험을 수행하였다. 내부 온도를 1,000 ℃

까지 올리는데 약 100분이 소요됐으며, 1 torr의 진공이 잘 유지되었고, 공기유량도 

120 cc/min로 잘 유지 되었다.



  산화/회수 핵심장치의 승온 후 조건인 1,000 ℃, 1 torr (1/760 mmHg) 상태에서

가열로의 외벽에 대한 부식정도를 관찰한 결과는 슈퍼 칸탈 열선과 반응기 외벽에 산

화에 의한 약간의 부식이 발생되었지만 작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

러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재료의 피로 수명과 인코넬 601의 재결정 온도인 1,100 

℃를 고려할 때 내열 및 내부식성 재료가 요구된다.

  유량 120 cc/min의 공기분위기에서 탈피복/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를 1,000 ℃

로 가열하고서 50분이 지난 후에, 메시형 반응기와 외벽을 둘러싼 고정형 원통을 막아

주는 회전축 씰링(sealing) 및 구동상태를 관찰한 결과는 그림 3-1-31과 같다. 1,000 

℃의 온도 유지 시간이 50분이 경과 후 고온에 의한 반응기 회전부에 그리스(grease)

가 누출되었다.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스케일 업용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용후핵연

료의 한 배치당 무게 변화량과 연료봉의 길이에 대한 변화량에 따라서 연료봉이 차지

하는 볼륨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식을 도출하고, 장치크기를 도식화하였다. 이론식 값

들의 도식화를 위해 3D모델링 프로그램(SolidWorks)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로서 사용

후핵연료 무게와 연료봉의 길이에 따라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산화반응 모듈

과 장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 

나.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개발

(1)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가) 장치의 설계

           본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기능은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의 일부인

전기 금속환원 장치에 U3O8의 균질화된 미세분말을 만들어 공급하는 펠릿의 산화 및

탈피복 장치이다[3-3-4]. 본 장치의 전 공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봉 절단 장치를 이용

하여 핵연료 봉을 50 mm 길이로 절단한다. 탈피복/분말화 장치로 이송된 절단된 연료

봉을 장치의 중심부인 고온의 반응용기에 투입 후, 12시간 정도의 고온 상태에서 산화

시키며, 분리된 헐과 펠릿을 각각의 용기로 회수한다. 이때 이송 및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치의 하부에 진동을 준다. 장치의 설계 요건은 펠릿 처리 용량 50 

kgHM/batch, 분말 회수율 99 % 이상, 최종 분말 입도 2-100 ㎛ 이내, 사용 온도

500도, U3O8 분말화 시간 12 시간/1회, 전기용량 30 kw, 100 A, 220 V, 3상 등

이다.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원격 안전성과 유지․보수성 기술을 확보하기위하여

2008년도에 제작한 설계 도면을 검토 및 보완하였다. 원격취급장비가 장치의 운전과

유지보수를 원격으로 취급하기 위해 장치에 대하여 모듈 및 반자동화할 대상을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개발을 위해 표 3-3-2와 같이 산화장치의 장치

용량과 크기를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원격장비 및 유지․보수 관련 등을 고려하여 모듈

화 요건 설정 및 상세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반영한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

치의 3D 도면은 그림 3-3-3과 같다. 



  - 반응기 구동 모듈부는 착․탈 부분은 베벨기어와 5˚의 경사 플레이트 구조를 반영하

여 인양 고리에 의한 모터 모듈의 슬라이딩 운동으로 쉽게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설계

하였다.

  - 반응기 모듈은 SF 용량 50 kgHM/batch 규모로, 직경(D)은 350 x 길이(L) 400 

mm로 결정하였고, 헐/분말 transfer slop angle를 45˚로 하였다. 

  - 나이프게이트 밸브 (knife-gate valve) 모듈은 air cooling system 고려하였으며, 

클램프 탈착 방식의 모듈화 개념을 고려하였다.

  - 배출부 모듈에서 분말용기(30 L)와 헐 용기(20 L)의 용량을 결정하였으며, 배출부

모듈은 플렉시블 및 용접방법을 적용한 모듈형태로 하였고, 또한 배출부 모듈의 엔드

캡 탈착에 전후슬라이드 방법을 적용하였다.  

  - 유지․보수를 위하여 회전 플레이트 모듈은 장치 전체가 하단부의 50 cm 위치에서

180도 회전하는 plate를 고려하였다. 또한 장치 회전 위치 제어용 스토퍼를 설치하였

다.

   

표 3-3-2.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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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 180˚ 회전, 반자동

모듈 기능 모듈별 분리 기능

그림 3-3-3.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3D 전체도.

(나) 장치 제작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제작은 1차년도(‘07년)와 2차년도

(’08년)에 수행한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장치를 제작하였다. 이 장치의 제작 초점은 처

리 용량은 50 kgHM/batch 이며, 장치의 안전성 및 원격 유지보수성을 고려하고, 모듈



화 요건을 설성 및 원격 장치의 부품별 모듈 및 반자동화 특성을 분석하고 모듈 대상

및 반자동화 대상(히터 모듈)을 선성 및다. 장치의 주요 구성은 크게 히터 모듈부, 반

응 모듈부, 지지 모듈부, 그리고 전기/센서 반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하

여 장치 전체가 180도 회전하는 180도 회전하는반등, 모듈별 유지․보수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여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3D로 설계하여 그림 3-3-4와 같이 장치

를 제작하였다. 

그림 3-3-4.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제작.

(2) 장치 구동 시험 및 승온 시험

        제작한 장치에 대한 구동 시험으로 동작시험과 기본특성시험(에어실린더작동, 

구동모터부구동여부, 장치회전구동, 에어락카작동여부, 나이프게이트밸브작동여부, 헐/

분말용기체결, 반응부승온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히터 2개의 모듈을 개․폐하는데는 이

상없이 에어실린더가 작동하였다. 구동모터부는 RPM 3∼5/min으로 가변구동하였다. 

장치회전은 180˚로 구동하였고 나이프게이트밸브는 정상적으로 개․폐 동작을 하였다. 

에어락카는 분당 20∼30회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헐/분말용기체결부에 대한 체

결은 이상이 없었다. 반응부에 대한 승온시험은 500 ℃로 60분간 수행하여 정상적으

로 온도가 올라가 반응기의 승온도 원활함을 알 수 있었다. 

  반응부의 1차 승온 시험은 장치의 반응부 제작시 이물질이나 기름 등의 성분을 제거

하고, 장치의 안전 여부와 데이터 획득 준비를 위하여 온도 200 ℃에서 20분 동안 유

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1차 시험 결과는 온도 손실이 거의 없어 기밀 유지

가 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많은 연기와 냄새 등을 제거한 후 2차, 3차 승온

시험을 수행하였다[3-3-5]. 2차 승온 시험은 설정 값을 500 ℃로 하고 500 ℃의 승

온 소요 시간은 55분(승온 rate 9 ℃/min)으로 하였다. 3차 승온 시험은 승온 소요 시

간을 35분(승온 rate 14 ℃/min)으로 하였다. 승온 시험 결과는, 표 3-3-3(2차 반응

부 승온 시험)와 표 3-3-4(3차 반응부 승온 시험), 그리고 그림 3-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3-3. 2차 반응부 승온 시험(승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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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간 유지 시간

표 3-3-4. 3차 반응부 승온 시험(승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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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간 유지 시간

그림 3-3-5. 반응부 승온 시험 후의 모습.

(3) 장치의 헐 분리 성능시험

        제작한 장치를 이용하여 헐 분리 성능시험으로는 용량 50 kgHM/batch(헐 규



격 : 길이 50 mm, SUS 316 tube, ∅ 10.07 mm)의 헐을 이용하여 헐의 분리(배출) 

시험을 수행하였다. 반응기의 회전은 헐의 투입부터 배출까지 3～5 rpm/min으로 하였

으며[3-3-6,3-3-7], 헐의 투입은 사람이 직접 헐을 투입하였고, 배출시 진동은 주지

않았다. 헐 분리 성능시험 결과는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3-5. 헐 분리(배출) 성능 시험

시험 

횟수
RPM

무게

(kg)

Hull 

overflow

(ea)

회수율

(%)
비고

1차 

시험
3

10 0 100

20 0 100

30 0 100

40 0 100

50 0 100

2차 

시험
5

10 0 100

20 0 100

30 0 100

40 0 100

50 0 100

3차 

시험
10

10 0 100

20 0 100

30 1 99

40 2 98

50 2 98

(4) 헐의 분리 분석결과 및 장치 개선/보완

        헐 분리 성능시험 결과는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헐 투입량과 반응기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이는 반응기의 회전수가 증가하면 원심

력이 증가하여 헐이 밖으로 튀어나와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회

수율을 높이려면 투입구 경사도와 낙하거리를 개선/보완하면 회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헐(hull)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발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의 산

화 반응기 속에 투입하여 500 ℃로 산화시키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헐과 분말로 산화

되어 각각 분리ㆍ수집된다. 이때 분리되어 나온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분리ㆍ수

집하는 장치를 말한다. MSM이나 crane을 이용한 원격 운전 및 유지보수를 대비하여, 

원격 취급하기 좋은 일정한 크기 및 용량을 갖는 모듈 형태의 부품으로 구성도록 장치

를 개발하였다. 



(1)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념 및 고안

        이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하여 헐의 내ㆍ외부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분리특성을 조사하고 헐의 공급 및 이송방식, 헐의 내ㆍ외부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분리방식과 운전방식 등을 검토 및 선정하였으며, 주요부의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요건

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3-3-5~3-3-7]. 헐의 공급, 이송 및 잔여분말 분리방법 등을

분석하여 conveyer 방식, parts feeder 방식, 공기 세척(air shower) 방식 등을 적용

하였다. 이와 같이 적용한 드럼회전 및 축 왕복회전 등을 접목한 연속식 자동분리 장

치 등을 고안하였다.

(2)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가) 장치 설계

            장치의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설계 요건으로 처리 용량 100 kgHM/batch, 헐 절단 길이 50 mm, 잔여분말 회수

율 95 % 이상으로 한다. 운전조건은 1회에 12 시간 이상 연속 운전, hot-cell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장치 운전시 고장을 고려하여 유지ㆍ보수시 부품들은 일정한 크기를 갖는 모듈 형

태로 모듈화 한다. 유지ㆍ보수시 처리용량 등을 고려하여 모듈화 된 부품들은 MSM이

나 조작기 등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작업공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

계확보 및 보수공간이 중요하다.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육안과 카메라가 있지만, 가

급적 작업자가 납 유리창을 통해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 교반 모터 결합 방법은 측면결합 및 상단결합 예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장치의 부품들을 탈부착 및 유지ㆍ보수시 MSM 및 crane의 동작에 근쁰

단결합플랜지, 배관 및 축 이음에 알맞게 원격 취급이 용이하도록 부품들을 module 

type으로 탈부착 하도록 설계 한다.

  - 장치 운전시 고장을 대비한 유지ㆍ보수 부품들을 module type으로 설계하고,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 번째 헐과 분말을 수집하기 위한 헐 용기 모듈, 분말 회수 수

집용기 모듈이다. 두 번째 헐 외부 분리부는 회전 모듈부, brush 회전 module부다. 세

번째 헐 feeding부는 parts & straight feeder이다. 네 번째 헐 내⋅외부 처리부는 헐

클램핑 지그부, brush 전⋅후 이동 모듈부이다. 다섯 번째 배기부는 metal 소결 filter 

모듈이다. 여섯 번째 전기 제어부는 motor, drive, encoder, rpm motor, position 

sensor 이다. 

  이 장치를 설계하기 위한 주요 부분은 헐 내ㆍ외 잔여분말 제거부(회전부 및 분리

brush module), 헐 feeding부(parts & straight feeder), 헐 내ㆍ외부 처리부(헐

crimping jig 회전부, brush 전ㆍ후진 module), 헐과 분말수집 및 배기부(헐 및 분말

회수 용기), 전기 제어부(motor, drive, encoder, rpm motor, position sensor), 잔여

가스 배기부(metal 소결 filter, regulator) 등으로 구성된다. 장치의 크기는 길이



1,500 mm, 높이 1,229 mm, 폭 1,200 mm 이며, 그림 3-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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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설계도.

(나) 장치의 제작

            장치의 주요부 제작 내용을 보면 재질은 스테인레스 304를 사용하고, 

MSM의 작업 tool을 이용한 분해ㆍ조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전

기 connector 및 구조부 등은 견고하게 조립하거나 접합을 한다. 특히, 실험시 진동조

건에서 장시간 실험을 하게 됨으로 피로 현상이나 기계적 풀림 현상에 의해 부품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이 장치의 구성은 크게 헐/분말 분리 드럼부, brush 매커니즘부

(드럼내부), parts feeder부, 헐 feeding부, 헐 내ㆍ외 분리부, 헐/분말 배출부, 헐/분말

수집 용기부, control panel부 등으로 구성된다. 장치 운전시 고장을 대비하여 부품들

을 탈부착하거나 유지ㆍ보수를 고려한다. 취급 공구들은 MS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헐 내ㆍ외부 및 헐 feeding부를 운전할 때는 수동 및 자동운전 조건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반 main panel에서 제어한다. 장치의 제작 조건으로 운전시 유지

ㆍ보수 등을 고려하여 장치의 부품들을 module type으로 제작한다. 장치의 크기는 길

이 1500 mm, 높이 1229 mm, 폭 1200 mm 이며, 사용되는 재료는 주로 SUS 304로

제작하고, 그림 3-3-7은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의 시제품이다[3-3-8].



그림 3-3-7.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시제품.

(3)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공정

        헐에 묻어 있는 잔여 분말을 분리ㆍ회수하기 위한 공정은 그림 3-3-8과 같으

며 공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상부에 있는 드럼부 투입구의 뚜

껑을 열어 준 후, 일정한 헐의 길이(헐 50 mm)와 일정한 량(100 kgHM/batch)의 헐

을 드럼 내부로 투입한 후 뚜껑을 닫는다[3-3-9].  드럼 내부로 장입된 헐은 드럼의

회전에 의해 드럼 내부에 있는 브러시와 헐이 함께 회전하면서 헐 내ㆍ외부에 묻어 있

는 잔여분말을 분리하게 된다. 헐 내ㆍ외부에 묻어있는 잔여분말의 분리가 완료되면

드럼부 하부에 있는 나이프 게이트 밸브를 열어 주면 드럼 내부에 있는 헐이 파츠피더

로 내려오게 되고, 헐이 다 내려오면 나이프 게이트 밸브를 다시 닫아 준다. 파츠피더

로 내려온 헐은 파츠피더의 진동에 의해 헐이 정렬되면서 헐 내부의 분말을 제거하기

위한 곳으로 헐이 이동된다. 이동된 헐은 클램핑 메커니즘에 의해 클램핑 되면 브러시

(2개)가 회전하면서 앞으로 전진되면서 헐 내부로 들어가 내부에 묻어있는 분말을 분

리한다. 헐 내부에 묻어 있는 분말이 분리되면 브러시는 다시 후진하고, 헐은 다시 앞

으로 이동된 후 헐 내ㆍ외부를 에어로 불어 주면 잔여분말의 분리 작업이 끝나고, 분

말은 분말수집 용기로, 헐은 헐 수집용기로 수집된다. 이와 같이 헐에 묻어 있는 잔여

분말 분리가 끝나면, 회수된 분말과 헐은 각각의 목적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산화 장치                                헐 분리 장치

         파츠피더                                   헐 이송 

         분말 이송                                헐/분말 용기

그림 3-3-8. 헐의 자동분리 공정.

(4)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실험 및 결과

(가) 자동분리 시험 및 성능평가

           제작된 장치에 대한 동작시험은 장치의 안전성과 구동부를 대상으로 수행

하였고, 기본특성시험은 드럼내 메시 회전, part feeder 회전, 헐 정렬, 헐 이송, 클램

핑 동작 상태, 공기 세척부(air shower) 상태, 헐 내ㆍ외부 분리 상태, 헐과 분말과 수

집, 헐과 분말과 수집용기, control panel부 작동 등을 수행하였다. 성능평가는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회수하기 위하여 모의 연료봉을 만들어 일정한 량의 분말을 묻

혀서 평가하였다. 성능평가에 사용된 재료는 전년도에 개발한 산화반응 모듈의 탈피복/

분말화 산화/회수 핵심장치로부터 회수한 헐의 길이는 50 mm(연료봉 규격 : SUS 



316 tube, ∅ 10.07 mm) 이다. 이와 같은 헐(사용후핵연료 기준 20 kgHM 용량, 내

ㆍ외부에 약 3 % 분말 잔여)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10 kgHM에 해당하는 용량을

2회에 걸쳐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의 분리ㆍ수집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3-3-8]. 

성능평가 방법은 분말 량의 관계로 총 10 kg을 사용하여 2회(1차 실험 5 kg, 2차 실

험 5 kg)에 나누어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헐에 묻은 분말은 약 3 %(약 150 g)로 가정

하였다. 

(나) 장치의 성능평가 결과

           성능평가 결과, 1차 실험 때의 회수율은 96.44 %와 2차 실험 때의 회수율

은 96.07 % 로 각각 나타났다. 1, 2차 실험 때의 평균 성능평가 결과는 약 96.25 % 

이다. 나머지 회수되지 않은 잔여분말 3.56 %와 잔여분말 3.93 %는 장치에 묻어 있는

것으로 각각 판단되었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려면 장치에 진동을 더 많이 주거나, 회

수 시간을 길게 줌으로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성능평가 결과는 표 3-3-6에서와

같다.

표 3-3-6.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성능평가 결과

실험

Tray 

무게(

g)

헐 

개수

(ea)

헐 

무게

(g)

분말 

무게

(g)

헐+

분말 

무게(

g)

분말+용기 무게(g)
회수율

(%)분말 실험 후

1차 

실험

894.

80

211

개

1481.

37
150

1631.

37

1939.27

(a)

2083.94

(b)

96.44

(3.56)

2차 

실험

894.

80

211

개

1480.

94
150

1630.

94

1942.76

(a)

2086.87

(b)

96.07

(3.93)

평균

값

894.

80

211

개

1,481

.16
150

1,631

.16

1,941.02

(a)

2085.41

(b)

96.25

(3.75)

* 회수율 측정 : ((b) - (a)) / 150(g) = %

(3)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선 및 보완

       헐에 묻어 있는 잔여분말을 자동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자동분리 장치에 대한

동작시험, 기본특성시험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치에 대한 자동분리

성능 평가를 하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장치의 일부를 그림 3-3-9과 같이 개선 및 보

완하였다. 개선 및 보완 내용으로는 드럼부와 파츠피더의 연결부, 파츠피더의 상부 뚜

껑①(진동흡수 및 분말확산 방지), Part feeder와 직진 feeder 개선②(연결 부위의 진

동을 흡수하고, 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로 변경), 연결부 재료 변경③(진동/분

말 확산방지, 밀봉구조 개선 효과) 등을 개선/보완하였다.



그림 3-3-9.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 개선 및 보완 전ㆍ후.

2.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가. Pyroprocess 공정장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분석

(1) ACPF 개량 공정장치 원격 운전/유지보수성 평가

       ACP에는 각종 공정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

중의 하나가 금속전환장치이다. 2007년 10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금속전환장치는

2005년 초기 설치된 금속전환장치의 개량형이지만 기본적인 공정의 개념이 바뀌면서

개량장치의 설계도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다. ACPF 핫셀 내에서 공정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는 100% 원격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쓰기위해서는

이를 위한 엄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개량금속전환장치의 원격운전

성 관점에서 4 개월여에 걸쳐 수행된 원격운전 테스트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기록

하고, 일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장치 수정 및 scale-up 장치를 개발할 경우 장

치 개발자 및 원격운전 관련자에게 요긴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개량된 금속전환장치는 3차에 걸쳐 SIMFUEL을 이용한 전해환원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최적화에 참여하여 원격 운전성 및 유지보수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ACPF에서 활용

가능한 운격 취급장비 및 공구(크레인, MSM, BTSM, 각종 공구류)를 사용하여, 장치

접근성, 원격 운전 가능성, 운전 용이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였다. 원격 운전성 현장평

가를 통해 주요 평가대상 모듈의 원격취급 난이도, 필요 취급장비 및 공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원격운전성 평가결과를 표 3-3-7과 같이 요약하였다. 크게 여섯 가

지의 작업내용별로 각 세부작업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난이도, 필요 장비 및 공구, 비



고를 통해 개량금속전환장치의 원격운전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개량금속전환장치의 원격성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AERI 기술보고서

[3-3-10]로 출간된 바 있다. 

  원격 운전성 현장평가 후 4 종의 부품 및 공구류에 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고, 그

중 3종을 제작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첫째, 원격 운전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음

극 및 양극의 전극체결 부위를 원격 운전이 가능하도록 육각 머리볼트로 체결할 수 있

도록 개량하였다. 둘째, 에어라쳇렌치 안착대를 19mm, 28mm 복스소켓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 셋째, MSM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볼팅작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라

쳇렌치를 개량하였다. 넷째, 임팩트렌치의 크레인 후크 접속 방법에 대한 개량안을 도

출하였다. 그림 3-3-10은 3종의 개량 제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7. 원격운전성 평가 결과 요약표.

불가능작업, 스탠드너무 크고 무거움, cell 밖
에서 반입불가 cell 안에 보관한다면 장소 없
음

M, IC(CG), CH상스탠드 설치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TS 및 MSM

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 애노드 어셈블리 조
립작업 매우 힘듬

M, IC(CG), CH, new 
tools

상애노드 어셈블리를 middle 
flange 어셈블리에 조립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M, IC, new tools상마그네시아 필터 하우징에 조
립 후 캐소드 하우징 어셈블리
에 결합

테스트 안됨 (안전상 사람이 포지셔닝함)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TS, CG, CH상캐소드 어셈블리 반응기에 운
반 조립

MSM 볼트까지 접근안됨 (해결방안 강구중)M(TS), RW(A)중cathode housing 어셈블리와
MgO 어셈블리의 분리

테스트 안됨 (후킹작업 등이 불가능)
MSM과 BTSM으로 케이블 후크의 접근 불가
능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음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M, TS, CG, CH상Middle flange 어셈블리 반응
기에 운반 조립

조립

테스트 안됨
보조도구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M중보조도구 MgO 어셈블리에 장
착.

반응기에서 캐소
드 어셈블리 인출

작업전 리프팅 가이드 봉을 제거해야 스패너
작업가능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구함

M, S중Locking nut 조이기

불가능작업, 원격 분리방식으로 개량 필요M하전극케이블 분리

쉬움M하투입구 뚜껑 개폐 (LiCl, 
U3O8)

캐소드 어셈블리
에서 마그네시아
필터 분리

애노드 어셈블리

검사 및 교환

반응기 식히기 전
head flange 어셈
블리 300 mm 들

어올리기

조립후 평상 운전

작업

왼쪽 후면 볼트가 납폐창에서 보이지 않음.

후면에 미러 설치해야 함

M, (IC), A하Middle flange 볼트(6ea) 풀기

2개 볼트가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M(TM), A중cathode flange 볼트(4ea) 풀
기

300 mm up,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
구함

TS(M), S중캐소드 전극 300 mm 들어올
려 고정

무게중심이 맞지 않음M, IC(CG), CH중Head flange 들어올리기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테스트 불
가능)

핵신적인 공구 필요, 정확한 세부 원격운전
절차 수립이 필요함

M, IC, new tools상MgO 어셈블리에서 MgO 필터
인출

포지셔닝이 힘듬M, TS, CG, CH중스탠드에 cathode 어셈블리

안착

불가능작업, crane gate를 대폭 개조하여 올
리는 높이를 높여야 함

M, CG, CH중cathode 어셈블리 들어올려
운반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M(TM), CH하cathode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쉬움M, CH하Head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쉬움M, (IC), A하Head flange 볼트(6ea) 풀기

테스트 안됨
용기를 뒤집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

용기는 Pardirack 캐스크로 오는지? 아니면
미리 cell 안에 저장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M, TS, IC(CG)중용기 투입구 접속 (LiCl, 
U3O8)

원격취급장비, 
공구

난이도세부작업 비고

원격운전작업결과

불가능작업, 스탠드너무 크고 무거움, cell 밖
에서 반입불가 cell 안에 보관한다면 장소 없
음

M, IC(CG), CH상스탠드 설치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TS 및 MSM

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 애노드 어셈블리 조
립작업 매우 힘듬

M, IC(CG), CH, new 
tools

상애노드 어셈블리를 middle 
flange 어셈블리에 조립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태스트 불
가능)
공간 부족, 혁신적인 공구 필요

M, IC, new tools상마그네시아 필터 하우징에 조
립 후 캐소드 하우징 어셈블리
에 결합

테스트 안됨 (안전상 사람이 포지셔닝함)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TS, CG, CH상캐소드 어셈블리 반응기에 운
반 조립

MSM 볼트까지 접근안됨 (해결방안 강구중)M(TS), RW(A)중cathode housing 어셈블리와
MgO 어셈블리의 분리

테스트 안됨 (후킹작업 등이 불가능)
MSM과 BTSM으로 케이블 후크의 접근 불가
능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음
MSM의 도움만으로 포지셔닝 하기 힘듬

M, TS, CG, CH상Middle flange 어셈블리 반응
기에 운반 조립

조립

테스트 안됨
보조도구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M중보조도구 MgO 어셈블리에 장
착.

반응기에서 캐소
드 어셈블리 인출

작업전 리프팅 가이드 봉을 제거해야 스패너
작업가능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구함

M, S중Locking nut 조이기

불가능작업, 원격 분리방식으로 개량 필요M하전극케이블 분리

쉬움M하투입구 뚜껑 개폐 (LiCl, 
U3O8)

캐소드 어셈블리
에서 마그네시아
필터 분리

애노드 어셈블리

검사 및 교환

반응기 식히기 전
head flange 어셈
블리 300 mm 들

어올리기

조립후 평상 운전

작업

왼쪽 후면 볼트가 납폐창에서 보이지 않음.

후면에 미러 설치해야 함

M, (IC), A하Middle flange 볼트(6ea) 풀기

2개 볼트가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M(TM), A중cathode flange 볼트(4ea) 풀
기

300 mm up, 스패너작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
구함

TS(M), S중캐소드 전극 300 mm 들어올
려 고정

무게중심이 맞지 않음M, IC(CG), CH중Head flange 들어올리기

테스트 안됨 (현재 장비 및 공구로 테스트 불
가능)

핵신적인 공구 필요, 정확한 세부 원격운전
절차 수립이 필요함

M, IC, new tools상MgO 어셈블리에서 MgO 필터
인출

포지셔닝이 힘듬M, TS, CG, CH중스탠드에 cathode 어셈블리

안착

불가능작업, crane gate를 대폭 개조하여 올
리는 높이를 높여야 함

M, CG, CH중cathode 어셈블리 들어올려
운반

MSM으로 접근 불가능, TM으로?M(TM), CH하cathode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쉬움M, CH하Head flange 인양고리에 후크

걸기

쉬움M, (IC), A하Head flange 볼트(6ea) 풀기

테스트 안됨
용기를 뒤집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

용기는 Pardirack 캐스크로 오는지? 아니면
미리 cell 안에 저장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M, TS, IC(CG)중용기 투입구 접속 (LiCl, 
U3O8)

원격취급장비, 
공구

난이도세부작업 비고

원격운전작업결과

M: MSM, TS: BTSM, IC: in-cell crane, CG: crane gate, RW: ratchet wrench, S: spanner, A: air tools, CH: cable hook



(a) 전극 체결부 (b) 복스소켓 교환 에어라쳇 안착대 (c) 개량 라쳇렌치

그림 3-3-10. 원격성이 개선된 개량 부품 및 공구류.

(2) Pyroprocess 공정장치 원격취급 모듈화 및 표준화 설계 요건 도출

     ANS와 ORNL에서 발간된 방사선 환경에서의 원격유지보수 관련 장비의 설계지

침 및 ACPF에서의 설계(공정장치, 유지보수장비, 공구) 및 운전 경험을 토대로

pyroprocess 공정장치 설계에 필요한 표준화 요건을 도출하였다. 공정장치의 모듈화

는 원격 운전/유지보수 작업에 사용되는 원격 취급장비의 취급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원격 취급장비별로 취급할 수 있는 무게는 표 3-3-8와 같으며, 운전 및 유지보수 절

차에 의한 원격 취급장비에 따라 유지보수대상 공정장치의 모듈화 중량을 결정한다. 

유지보수 작업 수행시 공정장치의 분해조립에 필요한 설계 요건은 표 3-3-9과 같다. 

핫셀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차폐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의 시야 안에서

운전/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정장치를 설계하여야 하며, 차폐창을 통해서 직

접적으로 작업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카메라의 도움으로 선명한 시야를 확보해

야 한다. 

표 3-3-8. 원격 취급장비별 유지보수대상 공정장치의 모듈 무게.

원격 취급장비 유지보수 대상 모듈의 무게

MSM 12 kg
벽이동 서보조작기 15 kg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25 kg

크레인 3000 kg

표 3-3-9. 분해조립에 대한 공정장치의 설계요건.

종 류 설계 요건 비고

Fastener

Captive fastener
도구의 종류의 감소 및

표준화

guide cap
size는 19mm, 28mm

치수는 조밀하지 않음

alignment 
guide

2쌍의 가이드 사용 결합을 돕기 위해 1차

가이드에 정렬된 후 2차

가이드로 안내
guide 높이를 다르게 설계

electric 

connector

중력방향 결합

케이블 손상 방지를 위한 케이블길이 확보
부품 조립을 위한 정렬 표시(Marking)

나사못 고정을 피함



나.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개발

     중대형 핫셀에서는 일반적으로 차폐창 근접지역의 작업을 위한 벽고정형 기계식

조작기외에도 이의 작업영역을 벗어난 공간의 작업을 위한 천정이동 서보조작기가 별

도로 설치된다. PRIDE 시설에서도 셀 및 공정장치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정이동 서

보조작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PRIDE 운전/유지보수용 천정이

동 서보조작기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제어는 조작자가 조종하는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움직임이 제어기를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슬레이브 서보

조작기에 지령됨으로써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며 힘

의 민감도는 취급 하중의 1～5 %, 백래쉬는 2 mm 이하, 무게 불균형(unbalancing)은

0.4 kgf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케이블 구동 서보조작기 설계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힘반영(force-reflecting) 서보매니퓰레이터는 steel 

cable, steel wire 및 steel tape와 같은 텐던(tendon)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것

이 선호된다. 이는 덴던을 통한 동력전달 방식이 기어에 의한 방식에 비해 백래쉬

(backlash)와 마찰을 크게 줄임으로써 역구동성(backdrivability)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힘반영 특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동기(actuator)들을

그들이 구동하는 조인트 또는 링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설치할 수 있어, 매니퓰레이

터 암 자체의 무게 또는 관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구동기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시스

템의 동적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3-3-11~3-3-13]. 그림 3-3-11은 케이블 동력전

달을 통해 매니퓰레이터의 말단부에 설치된 그리퍼의 개폐를 제어하기위한 개념도를

나타내며, 케이블은 회전 조인트 상에 설치된 풀리들의 안내를 통해 구동 모터로부터

그리퍼까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 설계되는 양팔형 서보조작기의 방식이다. 

 

그림 3-3-11. 케이블 동력전달 개념도.

(2) 카운터 밸런싱 설계

     설계된 서보조작기에서 상부팔과 하부팔은 링크의 길이가 길어 큰 질량 불균형이

발생된다. 이러한 불균형 질량은 조작기 구동부의 용량을 증가시키게 되며, 또한 이를



운용하는 작업자의 피로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 불균형 질량효과를 제거하는 방

법으로 모멘트 평형을 이루도록 균형질량(counterweight)을 회전축의 반대 방향에 설

치하는 방법과 스프링을 인장력으로 균형 질량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3-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부팔의 피치 운동과 상부팔

의 롤 운동은 균형질량 를 사용하여 밸런싱을 잡고, 전체 팔의 피치 운동에 대해서

는 구동부 모듈의 질량 의 위치를 조절하여 무게 균형을 유지시킨다. 

그림 3-3-12. 3-축 카운터 밸런싱 개념도.

  조작기 카운터 밸런싱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3-3-13과 같이 개발하여

counter-weight의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화 결과 하부팔의 경우에는 무보상시

에는 2.195 kgf-m의 불균형 모멘트가 존재하였으나, 보상 후 0.063 kgf-m 이내의 불

균형 모멘트만 갖게 되었으며, 상부팔의 경우에는 0.023 kgf-m 이내의 불균형만이 존

재하게 되었다.

 

그림 3-3-13.  카운터 밸런싱 설계 프로그램.

(3) 기구 해석 및 동해석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한 팔당 말단장치(end-effector) 운동을 제

외한 6자유도를 갖는다. 또한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한 팔당 25 kgf의 하중을 연속적



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마스터 조작기는 5 kgf까지의 작업력을 조작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림 3-3-14은 상부팔(upper arm)과 하부팔(forearm)의

2개 링크와 shoulder joint, elbow joint, wrist joint의 3개 회전 조인트 구성된 6자유

도의 양팔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외형 및 구성을 보이며, wrist joint에는

말단장치가 결합된다. 각 조인트의 회전 범위는 표 3-3-10과 같다. 양팔 서보조작기의

기구학 좌표계로 모델링하여, 이를 기반으로 기구해석과 동해석 등을 수행하였다. 구조

해석 jo슬레이브 조작기의 경우 취급하중 대신에 작업시 충돌 등구학촠격하중 등을 고

려하여 취급하중구학4배(100 kgf)를 하중조건을 적용하였으며, 무게를 최소화하면jo강

도를 키우기 위해 상부팔의 하부에 보강판돌 곱을함으로써 최소 안전계수 2.0돌 갖도

록 설계하였다. 해석 결과를 설계 과정에 피드백 함으로써 한 팔이 25 kgf의 하중을

취급하는데 있 조최적화된 강도 및 치수를 갖도록 상세 설계를 수행하였다.

       

     (a)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b)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그림 3-3-14. 양팔 서보조작기 회전 조인트 구성.

 Degree of freedom 6 + gripper/handle

 Load capacity 250 N (continuous)

 Force reflection capacity 50 N (continuous)

 Upper arm
 incline (q1) ± 45°

 rotation (q2) ± 45°

 Forearm 
 incline (q3) ± 45°

 rotation (q4) ± 180°

 Wrist 
 incline (q5) +50 ~ -140°

 rotation (q6) ± 180°

 Grip distance 0~100 mm

표 3-3-10. 서보조작기 설계 Spec.

(4) 양팔 서보조작기 제작



       설계된 서보조작기는 본 연구 과제의 참여기업인 (주)무진기연에서 제작하였으

며, 그림 3-3-15는 제작된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시험동에 설치된 모습

을 보인다. 개발된 양팔형 서보조작기는 취급 하중 25 kgf, 힘의 민감도 0.2kgf,  무게

불균형(unbalancing) 0.3 kgf 이내 이하의 성능을 갖는다.

그림 3-3-15.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시제품.

  개발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천정이송장치와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결합되

어 있어 조작기 한 팔씩 원격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분리된 천정이동장치 또한 독립

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기계 장치 모듈이나 전기 구동장치 등의 고장

발생시 별도의 수리 공간으로 원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터페이스

장치는 그림 3-3-16과 같이 고하중 조작기나 특수한 목적의 다양한 툴들을 원격으로

탈부착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Power Manipulator Grapple Device End-Effector

Grabber Hook Gripper

그림 3-3-16. 천정이동장치에 인터페이스 가능한 특수 공구류.



다.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천정이동장치 개발

     PRIDE 양팔서보조작기용 천정이동장치는 PRIDE 셀 내부에서 파이로공정장치의

원격운전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양팔서보조작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천정

에 설치되어 x축, y축, z축 및 회전 움직임을 서보조작기에 부가하여 셀 내부의 원하

는 위치에서 원격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천정이동장치는 양팔 슬레이브조작기의

천정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거더(Girder), 트롤리(Trolley), 텔레스코픽 튜브

(Telescoping tubeset), 전력 및 신호 케이블 관리 시스템, 케이블베이어, 슬레이브조

작기 부착대, 카메라 부착대, 2 자유도 호이스트 크레인, 유지보수를 고려한 모듈화 설

계 부분과, 양팔 마스터조작기의 벽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벽 수평 주행장치, ‘ㄱ’ 자 형

태의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부착 튜브, 케이블 처리 및 마스터조작기 부착대로 구성

된다.(그림 3-3-17)

그림 3-3-17. 천정이동장치의 구성.

(1) 텔레스코픽 튜브

        PRIDE에 설치될 천정이동장치에는 동일신축을 적용하였다. 텔레스코픽 튜브

의 동일신축이라함은 인접한 튜브간의 상대적 변위가 신장/수축 시 동일하게 이루어지

는 것을 말한다. 동일신축으로 동작하는 텔레스코픽 튜브는 상대적으로 정밀한 모션을

발생시키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일신축원리의 텔레스코픽 튜브를 상용화

한 PaR Systems Inc.[3-3-14]의 특허[3-3-15,3-3-16]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기본원리만을 사용하였다. PRIDE의 높이의 제한 조건과 텔레스코픽 튜브가 갖아야

될 스트로크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텔레스코픽 튜브의 단수 및 각 단의 길이

선정을 위한 문제를 풀기위해 최적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우선 PRIDE 높이 제한 조

건을 보면 위쪽으로 인셀 크레인이 인접하여 있어 높은 곳에 천정이동장치를 설치하기

가 어렵다. 또한 트롤리 이하가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트롤리 이하(트롤리+텔레

스코픽 튜브+조작기 연결부)를 견인하기 위한 제한 조건은 트롤리 이하부의 높이를 제

한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원하는 스트로크를 얻기 위한 최적

의 텔레스코프 튜브 사이즈 선정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다



음 그림 3-3-18과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 f는 최대신장시의 중첩길이, s는 튜브하단

링의 높이, L는 각 튜브의 길이, Str_ea는 단위 스트로크를 의미한다. 중첩길이에 따른

튜브의 수와 길이의 최적 해는 표 3-3-11과 같다. 표 3-3-11에서 6단 텔레스코픽 튜

브가 최대 신장시 중첩율을 높일 수 있고 최대수축시길이도 5단 튜브보다 더 짧아 앞

서 언급한 유사시의 견인에 훨씬 유리하다. 기술적으로는 7단 이상으로도 설계가 가능

하지만, 전체적인 부품수 및 질량의 증가로 인해 모터의 정격출력을 높여 설계해야 하

므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따라서 PRIDE 천정이동장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6

단으로 최종 설계하였다.

f

s

L

최대 수축시 최대 신장시

Str_ea

그림 3-3-18. 텔레스코픽 튜브의 중요 변수.

표 3-3-11. 중첩길이에 따른 튜브수(N) 및 튜브길이(L)의 최적해(s=39일때)

5단 튜브 (N=5) 6단 튜브 (N=6)
f=220 f=245 f=270 f=220 f=245 f=270

튜브길이(L) 759 784 809 659 684 709
f/L 0.29 0.31 0.33 0.33 0.36 0.38

f/Str_ea 0.44 0.49 0.54 0.55 0.61 0.67
Str_ea 500 500 500 400 400 400

최대수축시길이 915 940 965 854 879 904
최대신장시길이 2,915 2,940 2,965 2,854 2,879 2,904

(2) 천정이동장치의 구동부

       구동모터는 크게 텔레스코픽 튜브의 z축 신축, 트롤리 이하부 y축 이동, 거더부

x축 이동 및 조작기연결부 회전을 위해서 사용되며, 이중에서 조작기연결부의 회전을

제외하고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이중화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가) z축 권양모듈

           평상시에는 역클러치의 아마츄어(amarture)와 회전자(rotor)가 붙어있고, 



정클러치의 아마츄어(amarture)와 회전자(rotor)는 떨어져 있으므로, 평상시 모터 및

감속기 단으로부터 동력이 스프로켓(sprocket)까지 전달된다. 그러나 모터 고장 등의

이유로 평상시 구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클러치에 전원을 가하여 역클러치를 떨어뜨리

고, 정클러치를 붙여서 비상용 모터 및 감속기 단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게 된다. z축

권양 구동부 모듈은 트롤리 박스의 내부에 위치하게 되며, 트롤리 박스내의 공간을 최

대한 활용하여 트롤리 박스 전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베벨기어 등을 사용하였다. 

PRIDE 천정이동장치의 적정 권양 속도를 약 60 mm/sec로 기준으로 감속기와 구동모

터를 선정하였다. 현재 권양 체인의 스프로켓은 직경이 φ121 mm 이다. 

(나) y축 횡행 모듈

           PRIDE 천정이동장치 trolley 부의 적절한 횡행 속도를 약 150 mm/sec로

선정하였고, 트롤리 바퀴의 직경이 φ120 mm이다. Y축 횡행도 이중화 구동방식을 채

택하여 유사시 비상 모터에 의한 동력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원이 들어와 있

지 않을 때 정클러치는 떨어져 있으므로, 트롤리의 횡행은 외력에 의해 가능하다.

(다) x축 주행 모듈

           Y축 횡행 구동모듈과 마찬가지로 x축 주행 구동모듈도 이중화 설계를 하

여 비상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꾀하였다. 설계용량은 호이스트 크레인의 부하용량 500 

kgf 및 트롤리 이하부를 포함하여 최대 2.8 tonf이다. 설계된 주행 바퀴의 지름은 φ

140 mm이며, 거더부의 적당한 주행속도 약 180 mm/sec를 기준으로 감소기와 구동

모터를 선정하였다. 

(라) 조작기 연결부

           텔레스코픽 튜브 제 6 단 끝에 체결되는 조작기 연결부는 텔레스코픽 튜브

에 상대적인 회전 움직임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작기 연결부 및 조작기 연결부에

부착되는 양팔 서보조작기의 관성모멘트는 상당히 큰 값이어서 원하는 속도까지 가속

하는 데 걸리는 시간(rising time)을 길게 하는 효과를 준다. 따라서, 조작기 연결부 및

조작기 연결부에 부착되는 양팔 서보작기의 관성모멘트를 고려한 가속시간 등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작기 연결부는 텔레스코픽 튜브에 대해 15 rpm 정도 회전할

수 있도록 감속기 및 구동모터를 선정하였다. 조작기 연결부는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

작기용과 마스터 조작기용은 이와 거의 유사하며 크기만 약간 작다. 양팔 슬레이브 조

작기는 원격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다. 마스터는 본 과제조작기특

허[3-3-17] 등록한 탈부착 메커니즘을 약간 보완한 것이다. 이번에 보완된 부분은 원

격조립 가이드 부분이며스터는 조작기 연결부가 정확히 조작기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이드를 해주어 커넥터 접속을 도와주게 된다. 고정핸들은 조작기 부착후 고정브 서

보 벽부착형 조작기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보강리브는 타원형 판(plate)의 변형브

줜이기 위해 부착하였고, 구조해윝기결과를 이용하여 최종 반영하였다. 타원형 판와주

게2D 카메라가 2뤀 선3D 카메라가 1뤀가 설치되어 원격취급시 운전자에게 시각정보



를 제공해 준다. 텔레스코픽 튜브 연결부는 크로스롤러링(cross roller ring)이 들어가

을 외부에 레이브 서한 서보ler r평기어 감속부가 연결되어 있어 텔레스코픽 튜브에

상대적으로 ±180°거의 유이 가능하다.  유거의물리적 멈춤은 평기어 위에 설치된 멈

춤장치(pla판 위에 설치된 멈춤장치가 맞닿을 때 발생한다. 조작기 받침대만 약간 양

팔 서보조작기를 탈착하고 PRIDE 시설 바닥에 트롤리 이하부를 통째로 내려놓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해석을 통해 적당한 위치 및 모양을 선정하였다. 조작기로 부터

연결된 케이블을 왼팔 및 오른팔 조작기 연결 상부로부터 가운데로 모아져 케이블 입

구를 통해 텔레스코픽 튜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3) 케이블관리 시스템

       케이블관리 시스템은 텔레스코픽 튜브 하단의 조작기 연결부로 부터 올라오는

신호, 전력 케이블을 텔레스코픽 튜브의 신축에 따라 드럼에 감아주거나 풀어주는 역

할을 한다. 텔레스코픽 튜브로부터 올라오는 케이블들은 총 6 가닥이며, 제일 처음 수

직 가이드 롤러에 걸치게 된다. 케이블들은 그 용도에 따라 선경이 각기 다르므로 롤

러 홈은 선경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동작케이블 드럼은 하중에 의해 텔레스코픽 튜브

의 신축거리에 동조하여 움직여야 하므로 적당한 무게를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천정이동장치의 케이블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게 될 케이블 6개는 모터전력용(2

개), 모터신호용(2개), 3D카메라용(1개), 2D카메라용(1개)가 각각 필요하며 본 천정이

동장치와 부착되는 양팔서보작기를 위해 케이블을 주문 제작하였다. 

(4) 천정이동장치 설계와 구조해석

  천정이동장치의 구조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해석에 의한 설계사양의 검증이

필요하다. 구조해석을 통한 설계검증은 천정이동장치의 전체 설계 프로세스에 꼭 필요

한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 3-3-19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3-19. 천정이동장치의 설계 과정과 구조해석이 차지하는 위치.

  천정이동장치의 설계는 초기에 각종 공학적 계산 과정을 거친 2D 설계로부터 시작

하여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여 간섭, 중량, 관성모멘트 등을 예측하여 부품의 재배



치 및 설계변경, 모터 및 감속기의 용량 선정을 하고 다시의 를 ABAQUS[3-3-18]에

서 import하여 구조해석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SolidWorks[3-3-19]에서 작업한

3D 모델을 ABAQUS CAE에서 import하여 assembly를 수행하고, assembly가 완료되

었으면 메쉬생성(mesh generation)을 수행한다. t모터, 메쉬생성은 가급적 질이 떨어

지는 사면체요소를 및 감속기자동메쉬생성(auto mesh generation) 방법을 피하여 구

조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메쉬생성이 끝난 후, 재질부여, 경계조건 부여, 하

중조건 부여 등을 D 모구조해석을 위한 최종 준비를 끝낸다. 다음 ABAQUS푼의 용

모시뮬레이션하고, 구조적CAE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토한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원하는 2D, 3D 제작 도면을

완성한다. 

  천정이동장치의 설계범위는 크게 슬레이브 양팔서보조작기의 천정이동장치부와 마스

터 양팔서보조작기의 벽이동장치부위로 나뉜다. 구조해석은 구조적 신뢰성이 크게 요

구되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천정이동장치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천정이동장치

는 트롤리, 거더, 텔레스코픽튜브, 조작기연결부로 나뉠 수 있다. 천정이동장치의 전 범

위를 한 번에 구조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며, 동시에 메쉬생성(mesh 

generation) 단계에서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이 많아 모듈별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천정이동장치의 설계는 해석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도면을 재설계하여 완성하였다.

(5) 제작된 천정이동장치

       천정이동장치의 제작은 참여기업인 (주)무진기연에서 담당하였으며 현재 제작

완료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전 검증 시험시설에 설치가 되어있다. 그림 3-3-20은

양팔서보조작기가 부착된 천정이동장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a) 텔레스코픽 튜브 신장시 (b) 텔레스코픽 튜브 수축시

그림 3-3-20. 제작된 천정이동장치.

라.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제어는 조작자가 조종하는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움직임이



제어기를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에 지령됨으로써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천정이동 양팔 마스터-슬레

이브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제어 및 인터페이스 대상은 아래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포

함한다.

  ◦ 15축으로 구성된 양팔 마스터 서보조작기 구동부

  ◦ 15축으로 구성된 양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

  ◦ 5 stage telescoping tubesets가 장착된 3축 슬레이브 천정 이동장치 및 2축 마스

터 이동장치,

  ◦ 500 kgf 용량의 2축 호이스트(motor driven trolley type) 및 팬던트(pendant),

  ◦슬레이브 천정 이동장치 구동부 이중화 구성을 위한 클러치 6 EA,

  ◦ 3D 카메라 1대를 포함한 총 5대의 팬-틸트-줌 카메라 및 컨트롤러, 

  ◦ 서보조작기, 천정 이동장치 및 카메라 제어를 위한 매뉴얼 콘솔,

  ◦천정 이동장치의 Jog 운전을 위한 간이형 팬던트

  ◦ 서보조작기 및 천정 이동장치의 운동 제한을 위한 limit switch 28 EA

원격취급시스템의 제어대상은 양팔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마스터 서보조작기

이동장치,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및 체인호이스트이다.

(1) 원격 제어시스템 하드웨어

(가) 주 제어반

            원격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하드웨어는 그림 3-3-21과 같이 PC 기반의

모션 컨트롤 보드와 서보 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다. 양방향 힘반영 제어(bilateral 

force reflection control)가 필요한 마스터 및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동부는 토크지

령 모드로 제어된다. 반면에 마스터 이송장치, 슬레이브 이송장치 및 호이스트는 PC와

의 연계성을 없앰으로써 전원 공급 즉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속도 모드로 제어되며, 

PLC를 사용하여 다단 운전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었다. 

  관절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해 마스터 서보조작기는 엔코더,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에

는 레졸버가 장착된 서보모터를 사용하였다. 서보조작기 및 천정이동장치의 각 축은

기구적 스토퍼와 함께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여 과도한 동작을 방지한다.



그림 3-3-21.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제어시스템 구성도.

  주 제어반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전원공급장치, 노이즈 필터, 35축 서보 드라이버, 릴

레이 모듈, I/O 모듈, 제어용 PC, Pan/Tilt 제어기, 스위치 패널, 카메라 제어기 및 데

이터 수집 장치 등을 포함한다. 조작자의 작업성 및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스탠드형과

데스크형이 연결된 형태를 채택하였다.

 전원 공급은 시스템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전원(main power) 공급 모듈,  제어기 전

원 공급 모듈, 모터 드라이버 전원 공급 모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동작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였고, 역으로 전원을 차단할 경우 모터 드라이버 전원 공급을 중단해야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나) 카메라 시스템

        원격조작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시각인지성은 효율적인 원격작업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PRIDE 시설 아르곤 셀 내부에 설치된 다수의 Pyro 공정장치들에

대한 작업 영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그림 3-3-22와 같이 2D 카메라 4대와

3D 카메라 1대로 시각시스템을 구성 배치하였다. 천정이송장치의 이동에 따라 시설 내

부의 전체 공간에 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거더(girder) 양쪽 끝에 2D 카메라를

1대씩 설치하였다. 또한 조작기 작업영상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양팔 슬레이

브 서보조작기가 설치된 프레임 양단에 2D 카메라를 1대씩 장착하였으며, 중앙부에

3D 카메라를 장착하였다.

그림 3-3-22. PRIDE 시설 아르곤 셀 내부 카메라 배치.



  카메라 영상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pan/tilt 및 영상 제어를 위해 운전 디스플레이 시

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원격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2D 카메라와 3D 카메라가 혼합된 시스템 구성

  ∙2D 카메라 4대의 영상은 LCD 모니터 1대에 선택적으로 분할영상 또는 독립영상으

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별도로 제작된 카메라 컨트롤러의 통신 명령을 통해 모든 카메라의 pan/tilt 및 영상

제어가 가능하다.

  ∙3D 카메라 영상은 입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영상을 입체로 볼 수 있다.

  ∙3D 카메라 제어기는 Focus 제어, Convergence 제어, 영상 Format Controller 부

분과 Pan/Tilt부분으로 나뉘어 개별 Control 된다.

  그림 3-3-23은 전체 카메라 제어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2D 카메라 4대의 영상

은 LCD 모니터 1대에 분할영상 또는 독립영상으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영상분할

기를 사용하였다. 별도로 설계/제작된 카메라 컨트롤러는 통신 명령을 통해 모든

pan/tilt 및 영상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3-2-23. 카메라 시스템 제어회로 구성도.

  이동식 운전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2D 및 3D 모니터, PCL system이 내장된 카메라

제어기, manual console 및 pendant로 구성되며 이동식 카트 위에 설치하여 마스터

조작기의 이동에 따라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운전 디스플레이 장치

는 전원 및 신호선을 쉽게 탈부착 할 수 있도록 커넥션 처리하여 이동성을 향상시켰

다. 3D 모니터는 작업자가 편안히 볼 수 있는 각도로 경사지게 배치하였으며, 2D 및

3D 모니터의 높이는 조절이 가능하다.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주로 이동형 모니터링 장

치에 장착되는 LCD 모니터에 입력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LCD 모니터가 아닌 빔 프

로젝터와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 케이블 및 케이블베어 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은 외부의 운전 구역에 설치하고, 케이블 배선을 통해 서보

시스템을 구동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Argon-cell 내부에 설치되는 총 21축의 서보모터

를 사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파워 및 신호선을 합

쳐 40가닥 이상의 케이블이 필요하며, 구동부 전달 동력 제어를 위한 클러치, 리밋 스

위치, 카메라 파워 및 제어부, 호이스트 구동부 등의 케이블이 추가되는 경우 케이블

수가 더욱 증가한다. 케이블 수량이 증가할수록 케이블베어 시스템이 과도하게 커지게

되며, 커넥터 처리시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능별로 그룹을 지어 케이블을

설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케이블은 상시 허용전류, 전압강하, 곡률반경, 기계적 강

도,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서보 구동부 전원선은 AWG 19, 신호선은

AWG 24로 설계하였으며, 절연은 TPE(Thermoplastic Elastomers), 바인더(binder)는

폴리에스테르, 외피(out jacket)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블

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신호선의 경우에는 트위스트 페어(twisted 

pairs)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노이즈에 강하도록 하였다. 하였다. 또한및 2D 카메라 케

이블은 2종류로 설계하였다. 하였다. 또는 영상신호 전달을 위해 75Ω coaxial cable, 

카메라 전원선(1 twisted pair, 0.34SQ), pan-tilt 제어선(4 twisted pairs, 0.34SQ)로

구성하였다. 2D 카메라는 하나의 케이블로 카메라 2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케

이블을 설계/제작하였다. 영상신호 전달을 위해 2개의 75Ω coaxial cable, 카메라 전

원선(2 twisted pairs, 0.34SQ),wis셴(2 twisted pairs, 0.34SQ)로 구성하였다. 천정이

동 양팔 마스터-슬레이브34SQ였다. 2소비전력은 정격운전시 약 13 kW가 필요하지만

그 밖의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량을 감안하여 시스템 공급34력은 20 kW 용량으

로 적용하였다. 

마. 운전 시험 및 성능평가

(1) 힘반영 제어기 검증 시뮬레이션

       조작기의 힘반영 제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조작기는 6-자유도 회전 링크를

가지며, 각 링크의 동적 특성이 연성되어있고 비선형성을 가지는 그림 3-3-24와 같은

통합 전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에 널리 사용되는

ADAMS와 MatLab SimuLink를 결합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ADAMS는 조작기의 운

동을 시뮬레이션하고, MatLab SimuLink는 제어기를 구현하며, 두 개의 별도의 프로그

램이 연동되도록 구성하여 조작기 제어 성능을 실시간 Animat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3-3-24. Matlab Simulink-ADAMS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된 output PD-control을 적용하여 0.5 Hz 사인 운동을 마스터에 입력으로 가한

경우와 스텝응답을 마스터 입력으로 하였을 때에 슬레이브가 마스터 입력을 잘 추종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output PD-control에서 힘반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설정된 힘 반영비 0.1에 해당되는 힘이 정확하게 조작자

에게 전달되었다. 이상의 Master 조작기 - 제어기 - 슬레이브 조작기로 구성된 통합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및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새로 개발된 출력 PD-제어 방법의

성능이 기존 제어기에 비해 진동감쇠 성능, 위치 응답 특성 및 힘반영 특성에서 우수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원격 운전 프로그램 및 운전 시험

       시뮬레이션 검증된 고감도 힘반영 제어기를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core module(DIO 모듈, 파라미터 관리 모듈, 이상 감지 모듈, 힘반영 제어 모듈 등)을

작성하고, 전체 시스템의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전체 35축의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어에 필요한 연산량이 상당히 크며 OS로 선정

된 Window XP가 실시간 제어 환경이 제공하지 못하므로, 그림 3-3-25와 같이 멀티

태스킹이 가능하고 높은 우선순위를 갖도록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그림 3-3-25.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



  원격 운전 프로그램은 그림 3-3-26에 정리된 것과 같이 시스템의 리소스를 관리하

며 조작자, 하드웨어 장치 및 내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을 관리하며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를 수행한다.

  운영 프로그램이 모니터링하고 표시하는 시스템의 상태는 모터의 정상 여부, 각 구

동축의 위치 및 속도, 리미트 센서의 작동 여부, 그리고 선택된 파라미터 값이다. 모터

의 상태(정상 혹은 고장)는 매뉴얼 콘솔에 부착된 LED를 통해서 표시되며 나머지는

GUI를 통해 표시된다.

  시스템 제어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은 MMC 및 A/D 보드를 통해

입출력 되는 신호를 처리하고,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의 위치를 제어한다. 마스터 암

의 위치 신호를 받아 슬레이브 암의 위치를 제어한다. 힘 반영을 위해서는 반대로 슬

레이브 암의 위치 신호를 받아 마스터 암의 위치를 제어하게 된다. 또한 시스템의 안

전성 및 신뢰성을 위해 오동작 신호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처리한다. 

  원격운전 프로그램의 GUI는 그림 3-3-27과 같이 config 모드, 힘반영 제어 모드, 

모션 컨트롤 모드의 3개의 주요 화면으로 구성된다. Config 모드는 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며, 힘반영 제어 모드는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의 위치를 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이 추종하도록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마스터 암과 슬레이브 암의 위치 오차를 기준을 마스터 서보조작기의 각 관절을

구동시켜 조작자에게 힘을 전달하게 된다. 

Main Operating Program

Parameter Setting System Monitoring Motion Control

• To set the control parameters for 
the slave arm and the master 
arm

• To set the kinematic parameters

• To set the maximum speeds of 
the slave for a jog motion and 
the transporter 

• To monitor the position and 
speed of the slave arm, the 
master arm, and the transporter

• To show the attitude of the slave 
arm by a graphic display

• To show the parameter values 
which have been selected

• To manage the embedded 
boards – MMC, A/D

• To control the slave arm for 
positional tracking

• To control the master arm for 
force reflection

• To treat errors for reliability

그림 3-3-26. 원격 운전 프로그램 수행 작업.

   (a)  힘반영 제어부 GUI           (b)  제어 파라미터 설정 GUI
 그림 3-3-27. 원격 운전 프로그램 GUI.



  그림 3-3-28는 정현 입력에 대한 구동부의 추종 결과를 보이며, 그림 3-3-29은 작

업자가 마스터 조작기를 조종할 때 슬레이브 조작기의 추종 결과를 보여준다. 출력 비

례-미분 제어기에 구동부 마찰을 보상하는 제어 출력을 추가함으로써 회전방향에 관계

없이 추종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림 3-3-28. 정현 입력에 대한 구동.

그림 3-3-29. 마스터지령-슬레이브 추종 시험결과.

3.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가.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의 주 목적은 파이로 시설/공정의 개발 기

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개념설계 단계에서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운전/유지보수

성 및 배치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파이로 시설 및 장치의 설계를 검

증, 원격취급장비의 공학적 해석을 이용한 분석,  공정 데이터의 가시화 및 전산모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함에 있다. 이러한 복잡한 기능의 모듈들을 갖는 pyroprocess 분

석/가시화 시뮬레이터의 구축을 위해 통합 환경의 시뮬레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구

성하였다. 시뮬레이터는 Pyroprocess 시설의 3차원 가상환경을 모델링하는 모듈, 가상

환경에서 작업자와 조작기를 이용한 상호작용 기반 원격작업을 분석하는 모듈을 보유

하고 있다.



(1) Pyroprocess 시뮬레이터 설계

(가) 시뮬레이터 아키텍쳐 설계

           원격 취급, 햅틱 및 가상현실과 관련한 국내외 시뮬레이션 기술동향을 분

석한 결과, 의료산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햅틱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제반 문제점 등을 진단하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원자력 분야

에서는 원격 취급성 및 조작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외국의 사

례를 분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차별화된 원자력분야의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

레이터의 아키텍쳐를 설계하였다. 시뮬레이터는 시설의 3차원 가상환경을 모델링하는

모듈, 가상환경에서 작업자와 매니플레이트를 이용한 상호작용 기반 원격작업을 분석

하는 모듈, 이산사건(discrete events)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시설/공정 운전 분석

모듈, 그리고 시뮬레이션 분석 및 공학적 해석 결과와 공정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모듈

로 구성된다(그림 3-3-30). 본 아키텍쳐는 공학규모 파이로 일괄공정 cold 연구시설

(PRIDE)뿐만 아니라 공학규모 시설(ESPF)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듈들을 추가할 계획

이다.

(나) 시뮬레이터 힘반향 상호 작용 입력장치 설계

            기존의 시뮬레이터에서 사용되어 오던 그래픽 렌더링은 시각 기반의 일방

적 시뮬레이터로서 작업자가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본

원격 시뮬레이터는 작업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여 작업 내용이 실시간으로 그래픽에

반영되며, 반응 결과를 시각 및 촉각으로 알려 주는 상호 작용 기반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핫셀은 MSM과 BTSM이 장착되게 되는데 두 조작기의 시뮬레이터 상에서

의 적용 방식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는 MSM을 이용하여 원격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모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MSM을 이용하여 원격 작업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MSM과 동일한 모양의 입력 장치를 가지고 각 조인트의 정보를 읽어 들여 그래픽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입력 장치를 MSM과 동일한 크기와 기구 모양

으로 제작하는 것은 비용과 효용성 면에서 어렵고, 실제 시뮬레이터에서 관심 대상은

그리퍼부의 6자유도 움직임이기 때문에 6자유도의 입력을 줄 수 있는 입력 장치면 충

분하다. 현재력 장치면는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Sensible사의 Phantom입력 장치

를 사용하여 시뮬레이터를임이기하였다. 시뮬레이터 입력 장치의 정보들은 장치드라이

버nto하여 시뮬레이터 서버 내부에 전달된다. 이 전달된 입력 정보를 이용한 역기구

해석을 통하여 MSM의 그래픽을 업데이트하고 실시간으로 공정 장치들과 충돌을 감지

한다. 이런 충돌감지를 이용하여 공정장치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3-30.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아키텍처.

(다) 시뮬레이터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 설계

           앞장의 아키텍쳐 설계에서 설명하였듯이 원격 시뮬레이터는 일반 시뮬레이

터와 비교가 안될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격 시뮬레이터는

다수의 외부 입력장치와 서로 다른 특성의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분석을 한다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CAD(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와 CAE(Computer Added Engineering) 소프트웨어를 하나

의 통합된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쉽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의 해결책으로써 원자력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고가의 상업용 소프트웨어들

(ENVISION, Solidworks, 3DS MAX)이 지닌 기능들을 검토한 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 원자력 환경에 적합한 기능들을 선별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

으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원격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의 형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맷으로 그림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3-3-31은 원격 시뮬레이터의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대한 여러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는 초도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31. 시뮬레이터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 주요 기능. 

(라) 시뮬레이터의 모델링

           파이로 시설 및 공정장치들을 디지털 목업 환경에서 공정장치들의 배치와

원격 조작기를 이용한 원격 접근성 등을 3차원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

설과 공정장치 그리고 도구들의 2차원 설계 도면을 3차원으로 모델링이 제작되어야 한

다. 시뮬레이터에서 디지털 목업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형태의 CAD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로 다른 CAD 저작도구로 제작된 다수의 공정장치

데이터들을 원격 작업 시뮬레이터에 필요한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CAD 저작도구로 설계된 3D 모델링 데이터를 시뮬레이터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델

링 절차를 표준화시켜야 한다. 시뮬레이터에서 사용되는 3D 모델링 자료는

VRML(Virtual Reality Makeup Language)형식으로 OpenInventor의 특징 중 하나인

Scene Graph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시뮬레이터에 필요한 수 만개로 구성된 모델링 데이터는 시뮬레이터의 동작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델 데이터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공정

장치는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조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정장치 부

품 간 조립의 기준이 되는 부품의 원점좌표는 구동되는 관절(revolut, prismatic, 

cylindrical, spherical joint)의 축 상에 위치하도록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부품

간의 조립은 구동되는 관절의 연결되는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

차를 표 3-3-12에 나타내었다.



표 3-3-12. 모델링 생성 표준안

데이터 모델축소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품은 생략

모델데이터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형상은 생략

(볼트, 너트의 치수 )

실제 조립과정에 필요한 볼트, 구멍은 생략

원점좌표 모델링

장치조립의 기준부품은 항상 원점좌표를 중심으로 모델링

구동되는 기준부품은 관절 축 상에 원점좌표를 중심으로

조립될 수 있도록 모델링

조립기준

구동되는 부품은 하나의 그룹으로 조립

조립시에 기준 부품의 원점좌표는 항상 world 좌표와 일치 시킨 후

에 다른 부품을 조립한다.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해 분리되는 부품은 하나의 그룹으로 조립

(2) Pyroprocess 디지털목업 환경구축 및 전산모사

(가) 공정장치 모델링 및 디지털 목업 구축

    시뮬레이터를 위한 모델링은 앞서 언급한 모델링 절차와 표준안에 의해 공정장치

및 시설이 3차원으로 모델링된다. 그림 3-3-32은 연구원에 위치한 정련변환시설에 설

치될 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의 Lay-out 설계도면

(2D)을 이용하여 3차원 CAD 툴을 이용하여 PRIDE 시설과 관련된 3차원 모델링을 수

행하여 시뮬레이터에서 생성한 가상환경에서의 디지털 목업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림 3-3-33과 같이 원격 취급 장비(크레인,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MSM)들을 모델링하

여 시뮬레이터의 목업에 배치하였다.

그림 3-3-32. PRIDE 디지털 목업 시설.



         

(a) 마스터-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b) 양팔형 서보 조작기

그림 3-3-33. 원격 취급장치 모델링.

(나) Pyroprocess 전산모사/공학적 해석 및 가시화

            PRIDE시설에는 여러 공정장치와 다수의 원격 조작기들이 설치될 예정이

며 공정장치들을 대상으로 원격 취급장비들의 작업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

다. 공학적 해석은 조작기의 작업영역을 정확히 해석함으로써 파이로 시설 내 조작기

설계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이며, 최종적으로 PRIDE 시설 내 공정장

치들의 배치 분석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

역의 분석은 공정장치들의 배치에 대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공정장치

가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영 안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영역의 해석결

과를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영

역의 해석을 위한 알고리즘은 단층 촬영 기법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여 닫힌 곡면을

구한다. 그림 3-3-34과 같이 작업 영역 경계면 추출 원리는 3차원 폐곡면으로 이루어

진 작업영역의 경계를 특정내 공계의 단층 곡선의 형태로 추출이 되며, 각 절단 곡선

인 자합하여 전체 작업 영역의 경계를 계산한다. 조작기의 작업 영역의 경계면에 위치

한 점들의 집합을 구하여 연결된 닫힌 곡면을 구하는 것이다.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

하기 위해 MeshLab에 있는 surface reconstruction 알고리즘 중았영역의인

ball-pivoting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3차원으로 곡면 모델을 생성하고 VRML 포맷으로

작업영역을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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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작업영역 경계면 추출 흐름도 및 알고리즘 개념도. 



  파이로 공정장치 설계에 사용되었던 2D 도면이나 3D 모델링 자료 그리고 분말화 장

치의 반응 메시부 열적 특성 해석 및 분포하중에 의한 회전축의 처짐량 해석과 같은

공학적 해석 자료들은 향 후 ESPF 시설 설계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이

기 때문에 이들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정보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오픈 소스 웹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Google 

Chrom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파이로 시설 설계/제작 및 운전 과정에서 생산된 정

보(Pyro 공정장치의 설계/제작 보고서, 2D 도면 및 3D 모델링 자료, 공학적 해석, 애

니메이션, 운전/유지보수 절차서, 동영상 관련 자료 등) 들을 파이로 시설 설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제작하였다.

(다) 파이로 공정장치 배치 분석

            고방사선 지역의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주요 공정장치들을 여러 조건에

부합되게 배열 시켜야 하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공

정장치들의 배치 분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만 공정 운전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사

고 발생 시나 부품들의 정비가 필요할 때 적절한 작업이 이루어지질 수 있기 때문이

다. 공정장치 배치 분석은 파이로 공정 운전 절차서나 유지보수 절차서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다. 원격 시뮬레이터에서 제작된 디지털 목업 시설 내 공정장

치들의 배치 분석을 위해 공정장치 배치 분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개념 설계 데

이터를 기반으로 조작기 작업영역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 목적은

1차로 작성된 설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정장치를 배치한 후 3D mouse로 스캐닝을

하면서 배치된 공정장치가 작업영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스캐닝 결과

작업영역에서 공정장치가 이탈했을 경우 여러 각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가장

적합한 위치에 공정장치를 배치시킨 후 그 결과를 설계 팀에 반영시키는 것이 2차 목

적이다. 셀내에 위치한 실험을 위한 공정장치는 분말화 공정장치, 

powder-homogeneous-process, 그리고 Large transfer lock을 대상으로 배치 분석

을 실험하였다. 배치분석을 위한 입력장치는 시뮬레이터의 외부입력장치인 3D Mouse

를 사용하였다. 실험조건은 표 3-3-13과 같다. 

표 3-3-13. 배치분석을 위한 실험 조건

설계 도면상 초기 분말화 장치 

위치
X=4.1m, Y=0m, Z=-2.55m(X=180°, Y=0°, Z=180°)

분말화 공정장치의 주변 장치
powder-homogeneous-process, Large transfer 

lock 

MSM의 이송범위 1.250m ~ 8.050m

작업영역 스캐닝 범위 powder-homogeneous-process  장치 대상



  공정장치의 작업영역을 분석한 결과 초기 설계 데이터로 배치했을 경우 그림

3-3-35의 (a)에서와 같이 Power-home-process 장치가 원격 조작기의 작업영역에서

벗어났음을 관찰할 수 있다. 구현된 원격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Power-home-process 장치가 조작기의 작업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최적의 배치 값(위치: X=4.1m, Y=0m, Z=-1.8m)을 산출할 수 있었다(그

림 3-3-35의 (b)). 이와 같이 공정장치가 작업영역에 벗어치:배치된 경우에 지정된 공

정장치를 클릭하여 3D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공정장치를 장치가위치인 작업영역

안으로 이동/배치시킬 수 있는 drag& drop 기능을 구현하였다.

  

(a) 공정장치 배치(설계 초기값)          (b) 시뮬레이션 이후 정상 배치

그림 3-3-35. 공정장치 배치.

(5) 원격 조작기 접근성 분석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공정장치를 원격방식으로 운전할 수 있고, 유지보수

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격 작업성과 원격 접근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러한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정장치의 모듈화 요건 분석 및 유지보수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파이로 공정장치의 설계도를 토대로 노후된 분말화 장치의 모터를

교체한다는 가정 하에 원격 접근성 예비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비 실험에 사

용된 정보는 분말화 장치 운전 절차서를 참고로 하였으며, 실험을 위해 일부 내용은

가정을 하여 시나리오를 설정 하였다.

  원격 조작기의 접근성을 실험한 결과 선정된 시나리오 원안대로 시뮬레이션이 성공

리에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6의 a는 원격 조작기(입력장치: 

Haptic)가 분말화 장치 모터의 고정 레버를 잡고서 30∘ 아래로 내리고 있는 상황을 나

타내고 있으며, 그림 3-3-36의 b는 크레인(입력장치: 3D mouse)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터를 교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 접근성 분석 (b) 작업성 분석

그림 3-3-36.  원격 취급장비 접근성 및 작업성 분석.

나. Pyroprocess 공정분석기술 개발

(1) Pyroprocess 시설 개념설정을 위한 분석

(가) DES(Discrete Event Simulation) 기반 Pyro 공정 분석기술 개발

           최적 시설 개념 설정을 위한 Pyro 공정의 분석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기

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분석/비교를 수행하였다. Mathworks 사의 Matlab/Simulink/SimEvents/ 

Stateflow는 연속시스템과 이산사건시스템이 혼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모델링이 가

능하고 C++와 같은 code에서 개발된 외부 모델과의 유연한 연계 인터페이스가 강점

이다. 이에 따라 1 차년도 연구에서는 좀 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Matlab/Simulink/SimEvents/Stateflow를 이용한 이산사건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그림 3-3-37은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SW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3-14. 금속전환공정의 이산사건시스템 기반 운전모델에서 세부운전 및 속성들

구분 상세

세부운전 

(12개)

MgO 필터 조립, U3O8 주입, LiCl 2회 주입, 반응기 승온(연속시스템모델), 

LiCl 추가 주입, Li2O 주입, 금속전환 반응(연속시스템모델), 산소기체 제거, 

용융염 이송, 반응기 냉각(연속시스템모델), 반응기 해체, 환원금속 이송

속성(13개) U, TRU, NM, Clad, REFP, Cs, Sr, O, FP(I, Tc), LiCl, Li2O, KCl, Temp

그림 3-3-37. 최적 시설 개념설정을 위한 Pyro 공정 분석 소프트웨어 구성도.



  Matlab/Simulink/SimEvents를 이용하여 금속전환공정의 단위 공정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금속전환공정의 운전절차를 세부적으로 11 가지로 분류하였고, 12 가지의 핵종

및 온도를 표 3-3-14와 같이 속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세부운전 절차의 흐름에 따

라 이산사건시스템 기반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각 세부운전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물질 수지 변화정보는 m-file로 입력데이터를 주도록 설계하였다.

  금속전환공정 운전모델 중 반응기의 열시스템에 관한 모델은 1차 미분방정식 형태의

연속시스템으로 모델링하였고, 특히, 승온 및 냉각과정의 모델은 동일한 모델을 재사용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금속전환 반응모델은 공정과제에서 향후 개발할 미분

방정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부분만을 개념설계 하였다. 그렇지만, 전

체적인 모델의 완성을 위하여 공정반응 시간만을 이산시간시스템으로 모델링하여 삽입

하였다. 금속전환공정 모델은 전체적으로 이산사건시스템 기반이지만, 연속시스템이 함

께 혼재하는 시스템이므로 모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수행 전 하이브리

드 모델임을 초기화 파일에 명시해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초기화 파일에는 입력 데이

터로서 각 세부공정의 소요시간과 각 세부공정의 시작 및 끝에서 발생하는 물질수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Pyro 공정의 단위 공정인 금속전환공정의 세부운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산사건시스템 기반 시뮬레이션 및 분석에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을 확보하였고, 향후

Pyro 공정에서 최적배치, 장치최적용량, 생산량, 작업계획 등을 분석하는 데에 이산사

건시스템 기반 시뮬레이션 방법론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공학규모 Pyroprocess 전처리공정 예비 분석[3-3-20]

   공학규모 Pyroprocess 시설 개념 설정을 위한 예비분석의 일환으로 Pyroprocess 

전처리 공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의 분석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였

다. 재처리 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밀집시설 등에 대한 전처리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를 해체하는 동일한 공정을 갖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한 이후의

공정에 따라 공정장치가 다르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Pyroprocess에 적합한 공정흐름

(그림 3-3-38)과 운전절차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공정은 집합체의 해체작업을 위한 집

합체 고정, 해체 및 연료봉 절단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도출한 공정흐름을 바탕으로 공

학규모 Pyrorocess 전처리 공정을 크게　10 개의 공정으로 나누었고, 각 공정에 대한

세부운전 절차를 수립하여 그림 3-3-39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반입

연료봉 집합체
검사 집합체고정

핵연료봉 인출연료봉 절단

집합체 폐기물
핫셀외부로

반출

Pyro공정
핫셀로 이동

그림 3-3-38. Pyro 전처리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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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Pyro 전처리공정의 SimEvents/Stateflow 모델.

  전처리공정의 일부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 가지

를 가정을 하였다. 

1. 캐스크 내 집합체 rack 수 = 4 개, 

2. 임시저장소 내 집합체 rack 수 = 4개, 

3. 병목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즉, 모델링 되지 않은 다음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1 년에 5 번 캐스크가 접속

5. 시설 내 집합체 이송장치 = 1 개 (즉, 시설 내 이송과정은 배타적으로 발생)

  위의 가정과 같이 캐스크의 처리용량은 1년에 5 개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산사건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이 향후 계획 중인

공학규모 Pyro 공정의 연간생산량, 공정이용률, 병목현상, 최적용량 등의 Pyro 시설

개념 설정에 효과적인 방법론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Pyroprocess 핵물질 흐름분석 모듈 개발

       Pyroprocess 시설 내 핵물질 흐름의 분석을 위한 상용툴로서 Imagine That 

Inc.의 ExtendSim을 활용하였다. ExtendSim은 핵물질 흐름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이

산사건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며, INL, ANL 등 미국의 원자력관련 국립연구소

들도 이 상용툴을 이용하여 Pyro 관련 시설의 핵물질 흐름분석을 수행한 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주기공정기술개발부에서 작성한 flow sheet를 기반으로 이산사

건시스템 모델을 구축하고 4.5wt%, U-235, 55,000MWD/MTU, 10년 냉각된 기준핵

연료의 물질수지 정보 DB를 내장하여 핵물질 흐름분석을 위한 Framework 구축을 완

료하였다.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은 현재 8 가지 주요공정(절단공정, 공기산화공

정, 전해환원공정, 전해정련공정, 우라늄잉곳제조공정, 전해제련공정, 카드뮴증류공정, 

잔류악티나이드회수공정)에 대한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 각 공정간의 물질이동은 공

정물질형태에 해당하는 아이템이며, 그림 3-3-40에 각 공정 간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공정물질형태를 나타내었다. ExtendSim을 이용하여 구축된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를 PyroFlow라 명명하였다. PyroFlow는 공정물질형태(item)의 흐름에 따



라 시뮬레이션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이며, 계층구조로 모델링되어 있다.

  PyroFlow의 DB 구조는 세 가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Nuclides 테이블에는 기

준핵연료의 이동경로에 따른 물질수지 정보가 들어가 있고, Standard Assembly 

Spec. 테이블에는 ESPF의 기준핵연료인 고리 2호기에 사용된 집합체의 물리적 정보

가 들어가 있으며, Equipment Info 테이블에는 공정장치 정보(공정시간, 장치개수, 배

치용량)가 들어가 있다. 

Chopping Voloxidation Electrolytic
Reduction

Electro-
Refining

Cathode 
Forming

Electro-
Winning

Residual 
Actinide 
Recovery

Cd
distillation

Assembly Rod-cut U3O8 U-granule U-deposit U-metal

Nuclides in SaltUO, UO2

Sa
lt

UCl3

Cd

Salt

Cd

TR
U

Cd

Salt

Chopping Voloxidation Electrolytic
Reduction

Electro-
Refining

Cathode 
Forming

Electro-
Winning

Residual 
Actinide 
Recovery

Cd
distillation

Assembly Rod-cut U3O8 U-granule U-deposit U-metal

Nuclides in SaltUO, UO2

Sa
lt

UCl3

Cd

Salt

Cd

TR
U

Cd

Salt

그림 3-3-40. 핵물질 흐름분석 Framework의 flow sheet.

(3) Pyroprocess 핵물질 흐름 분석

       정적 물질수지도를 통하여 pyroprocess의 개략적인 물질흐름을 이해할 수 있

고, 특정 배치 후 물질수지 계산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운전흐름에 따른 물

질수지 변화를 동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정적 물질수지의 단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전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물질수지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

안하였고, 이를 기존의 정적 물질수지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동적 물질수지(dynamic 

mass balance)라고 명명하였다. Pyroprocess의 단위공정은 대부분 일관공정(batch 

process) 또는 일부의 반일관공정(semi-batch process)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사건시스템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pyroprocess 운전모델은 전체 공정

의 운전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병목현상, 공정물질 발생량, 버퍼 누적 현황 등을 쉽

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된 것이다. 여기에 각 단위공정장치의 고장율을

확률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전체 pyroprocess의 운전에 공정장치의 고

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PyroFlow

           ExtendSim을 이용한 pyroprocess의 운전모델은 단위공정 모델을 개발하

였고, 단위공정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가시화하였으며, 핵종별 또는 공정별 동적

물질수지 결과를 EXCEL로 export하여 EXCEL Chart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인터페

이스까지 완성하였고 개발한 Pyroprocess 모델을 PyroFlow라 명명하였다. 그림

3-3-41에 PyroFlow의 Top 모델을 나타내었다. 각 단위공정은 단위공정을 대표하는



그림 아이콘과 item 및 value 입,출력 커넥터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위공정 밑의 표는

핵종별 처리량을 시간흐름에 따라 나타내 준다. 또한 공정간 버퍼에 해당하는 네모 박

스는 뒤 공정의 병목현상 등의 원인에 의해 누적되는 핵종량을 시간흐름에 따라 보여

주며, 주요 공정물질에 해당하는 U-ingot과 TRU 누적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또한 염재생공정에서 발생하는 Waste 양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그림 3-3-41. PyroFlow v1.0의 Top Model.

  PyroFlow는 ExtendSim에서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적 물질수지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다. 이는 4.5wt% U-235, 55,000MWD/MTU, 10년 냉각된 10 

tonHM/year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적 물질수지이다. 정적 물질수지 정보를 담고

있는 Nuclides 테이블은 총 33 가지의 핵물질 흐름 이동경로를 따라 이동되는 총 16 

가지의 핵종 및 각종 화합물(LiCl, LiCl-KCl, SAP 등)의 물질수지 정보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PyroFlow에 내장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중의 하나는 단위공정장치에 관

한 정보이다. 단위공정장치에 관한 정보는 공정시간, 배치용량, 설치될 장치 개수이며

Equipment Info라는 이름의 테이블 안에 값이 입력되어 있다. 각 공정의 운전모델은

기본 운전절차를 참고하여 모델링하였다. PyroFlow의 결과출력은 시간흐름(실제로는

이벤트 발생)에 따른 각종 결과를 EXCEL로 출력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Top model에는 각 단위공정장치의 처리량을 핵종별로 수치 출력하고, 버퍼에 누적되

는 공정물질 양을 수치 및 그래픽으로 표시하며, U-ingot 생산량, TRU product 생산

량을 수치 및 그래픽으로 표시하도록 출력기능을 갖는다.

(나)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및 분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기본 가정은 앞서 기술한 운전절차를 참고하



여 모델링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각 공정별 공장장치 설치 개수, 공정소요시간, 

배치용량은 다음 표 3-3-15와 같다.

표 3-3-15.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주요 공정 설계인자

Process
Process 

time
(day)

Qty.
(ea)

Batch 
capacity1)

(kgHM)

Batch
capacity2)

(kg-salt)
Remark

Chopping 8.64 1 432 10 tHM for 200 days, 
7 cm rodcut

Voloxidation 1 1 50 estimated by 
experiment with 20 kg

Electrolytic reduction 1 1 50 400 estimated by current 
technology

LiCl purification 1 1 50 20 assumption
Waste fabrication 1 

(CWF) 1 1 50 assumption

Electro-refining 1 1 50 300 design requirement
Salt distillation 1 1 50 design requirement
Electro-winning 2 1 166.67 50 assumption

Residual actinide 
recovery 2 1 166.67 50 assumption

Cd distillation 2 1 83.33 assumption
LiCl-KCl purification 2 1 66.67 20 assumption

Fuel fabrication 5 1 83.33 assumption
U ingoting 1 1 50 assumption

Waste fabrication 2
(CWF) 1 1 66.67 assumption

  운전방법을 고려하여 운전을 하되 장치의 고장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현재까지 공학규모 Pyroprocess에 사용될 공정장치를 제작한 경험이 없어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다음 표와 같은 장치고장율을 가정하여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향후

공정장치에 대한 수명, 고장율, 유지보수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를 이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장치의 고장율을 반영했을 때, 시뮬레이션 후 PyroFlow v1.0과

PyroFlowResults v1.0에서 출력하는 결과들이 장치의 고장 및 수리기간에는 공정장치

의 운전이 중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표 3-3-16과 같은 가정으로는 절대 연

간 10 tonHM/year의 생산량을 맞출 수 없었다. 

  ‘무고장, 무한버퍼’를 가정했을 경우에도 운전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연간 처리

목표인 10 tonMH/year를 맞출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운전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 1 배치 이상의 전해환원에 해당하는 (전해정련으로부터 발생하는) UO, UO2 여



유분 준비

    - 1 배치 이상의 전해정련에 해당하는 UCl3 여유분 준비

    - 1 배치 이상의 전해정련에 해당하는 (염증류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증발염 준비 

  또한 ‘무고장, 유한버퍼’를 가정했을 경우 ‘무고장, 무한버퍼’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버퍼가 수납하게 되는 공정물질을 생산해내는 공정의 배치용량의 1배보다 약간의 여유

를 두게 되면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장을 가정하게 되면 장치의 유지/보

수 또는 교체 시간을 고려해서 장치 하나의 고장 때문에 후속공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버퍼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장치의 교체를 가정하고 교체기간을 1 일로 잡으면

공정 배치용량의 3 배에 해당하는 버퍼용량을 준비하면 충분하다.

  또한 위와 같은 운전방법을 숙지하더라도 장치의 고장율을 고려하게 되면 연간 처리

목표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실 공정장치의 고장

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정한 장치의 개수 또는 최적의 공정장치 배치용량과 공정시간

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3-16. 단위공정장치의 고장율 입력값

Unit Process
TBF(time between failure) TTR(time to repair)

mean of exponential 
distribution (day)

mean of exponential 
distribution (day)

Chopping 50 14
Voloxidation 50 14

Electrolytic Reduction 50 14
Electro-Refining 50 14
Salt Distillation 50 14

U ingot ∞ 0
Electro-Winning 100 14

Residual Actinide Recovery 100 14
Cd Distillation 100 14

LiCl Purification ∞ 0
LiCl+KCl Purification ∞ 0

Wast Fab. (using glass frit 
& chemical agent)

∞ 0

Wast Fab. (using glass frit 
& SAP)

∞ 0

제 4 절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기술개발



1.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및 logistics 분석

  가.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분석

   (1)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및 방사능 특성 분석

    (가)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및 방사능 특성분석 코드의 검증

         2006년에 ORNL에서 개발된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및 방사능 특성 분석용

전산코드인 SCALE5.1의 SAS2H 와 ORIGEN-ARP 모듈의 검증계산을 수행하였다

[3-4-1]. 다음과 같은 2종류의 일본의 Takahama-3(PWR) 고연소도 사용후연료의 핵종별

질량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SF95-4 시편: 4.11 wt% (농축도), 36.69 GWd/tU (연소도)
    - SF97-5 시편: 4.11 wt% (농축도), 47.25 GWd/tU (연소도)
  그림 3-4-1과 그림 3-4-2는 검증 평가한 핵종별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대부분 핵종

은 신규 전산코드인 SAS2H와 ORIGEN-ARP 전산코드가 10 % 이내로 일치하였으며, 
일부 핵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들은 실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

이는 측정치 미량의 핵종분석에 대한 불확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u234
u235
u236
u238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am241

am242m
am243
cm242
cm243
cm244
cm245
cm246
ru106
cs134
cs137
nd142
nd143
ce144
nd144
nd145
nd146
nd148
nd150
eu15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akahama-3 SF95-4 (36.69 GWd/tU)
 SCALE5.1 (SAS2)
 SCALE5.1 (ORIGEN-ARP)

Calculation/Measurement Ratio (C/E)

Nu
cli

de

그림 3-4-1 SF95-4의 검증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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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SF97-5의 검증계산 결과

    (나) 운반저장 기준 고방사성물질(사용후핵연료)의 선정

         국내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압경수로(PWR) 핵연료의 특성을 형태별, 



농축도, 연소도 및 냉각기간에 대해 216개의 경우를 계산 평가하였다. 그림 3-4-3 및

그림 3-4-4는 냉각기간에 따른 붕괴열 및 방사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 대상 핵

연료중 발열량과 방사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기준 핵연료로 선정하고, 냉각시간

은 붕괴곡선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10년으로 결정하였다. 
    - 핵연료 형태 : 17x17 형, 농축도 : 4.5 wt%
    - 연소도 : 55 GWd/tU, 냉각시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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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붕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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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방사능 변화

    (다) 기준 고방사성물질(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발열량 및 방사능 계산

         파이로 공정 물질은 크게 아래 표 3-4-1과 같이 6가지로 분류된다. 우라늄은

전해정련 공정으로 부터 TRU 금속은 전해제련 공정으로부터 축출되며, 귀금속 핵분열

생성물은 전해환원 공정과 전해정련 공정으로부터 생성된다. 희토류 핵분열 생성물은

전해제련 후 발생되고, 알카리 금속 핵분열 생성물은 전해환원 공정에서 발생한다. 나

머지 핵분열 생성물은 기체 포집 필터와 흡착제 형태로 발생된다[3-4-2], [3-4-3].
  기준 고방사성물질을 계산하기위해 SCALE 코드를 이용하였으며 초기 농축도 4.5 
wt%, 연소도 55 GWD/tU, 10 년 냉각시 10 톤 우라늄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라늄의 경

우 전체의 93 wt% 를 차지하지만 방사능 및 붕괴열은 1% 이내로 미비하다. TRU의

경우 주로 Pu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무게는 전체의 1.4 wt%를 차지하지만 방사능과 발

열량은 모두 20% 이상 보이고 있다. 알카리 금속의 경우 무게는 0.8 wt% 정도이지만

방사능과 발열량의 각각 59%, 42%로 사용후핵연료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RE의 경우 무게는 전체의 1.7 wt% 정도이며 방사능은 18%, 발열량은 28%를 차지

하고 있다. 귀금속류는 무게는 2 wt% 정도이며 방사능과 발열량은 모두 1% 이내로

미미한 영향을 준다. 그 외 휘발성핵종은 무게는 0.1 wt%정도이며 방사능은 1.4%, 발

열량은 0.6%를 차지하고 있다.



weight(g) Activity(Ci) Decay Heat (W)
U U 9.29E+05 4.95E+00 6.47E-02

TRU

Pu 1.18E+04 1.26E+05 2.60E+02
Np 8.43E+02 6.00E+01 1.67E-01
Am 1.07E+03 2.73E+03 9.01E+01
Cm 9.96E+01 7.41E+03 2.59E+02
tot 1.38E+04 1.37E+05 6.10E+02

AM & 

AEM

Cs 4.07E+03 1.49E+05 2.60E+02
Sr 1.21E+03 9.39E+04 1.09E+02
Ba 2.43E+03 1.31E+05 5.14E+02
Rb 5.54E+02 3.39E-05 1.64E-08
tot 8.26E+03 3.74E+05 8.83E+02

RE

La 2.01E+03 1.20E-05 2.16E-09
Ce 3.95E+03 1.86E+02 1.22E-01
Pr 1.84E+03 1.89E+02 1.37E+00
Nd 6.71E+03 2.74E-09 3.10E-11
Pm 1.54E+01 1.43E+04 5.25E+00
Sm 1.36E+03 5.46E+02 6.43E-02
Eu 2.28E+02 6.78E+03 5.21E+01
Gd 2.73E+02 1.31E-04 1.16E-07
Se 8.71E+01 1.18E-01 3.90E-05
Br 3.37E+01 0.00E+00 0.00E+00
Y 7.29E+02 9.39E+04 5.20E+02
tot 1.72E+04 1.16E+05 5.79E+02

NM

Zr 5.97E+03 2.87E+00 3.23E-04
Nb 7.51E-03 1.17E+00 2.03E-04
Mo 5.57E+03 2.98E-03 2.83E-07
Ru 3.84E+03 8.62E+02 5.13E-02
Rh 7.02E+02 8.62E+02 8.27E+00
Pd 2.55E+03 1.99E-01 1.10E-05
Ag 1.29E+02 2.54E-01 4.06E-03
Cd 1.95E+02 5.46E-01 5.86E-04
Sn 8.85E+01 3.49E+01 1.60E-02
Sb 1.44E+01 9.89E+02 3.14E+00
Te 7.89E+02 2.41E+02 2.03E-01
Tc 1.24E+03 2.13E+01 1.07E-02
tot 2.11E+04 3.02E+03 1.17E+01

VFPs

He 7.46E+00 0.00E+00 0.00E+00
C 1.07E+02 1.14E+00 3.33E-04
H 7.33E-02 7.09E+02 2.39E-02
I 3.30E+02 4.49E-02 2.10E-05

Kr 5.70E+02 7.97E+03 1.20E+01
tot 1.01E+03 8.68E+03 1.20E+01

표 3-4-1 파이로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및 방사능 계산 결과

   (2)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자료 분석

    (가)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분석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물질의 운반저장 개념설정 및 안전성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물질의 발생량 및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공

정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연료는 연소도 55 GWd/MtU, 초기연소도 4.5 
wt%, 냉각기간 10년인 PWR 사용후핵연료를 고려하였다. 
  표 3-4-2는 10톤 용량의 파이로 공정물질에 대한 발생량, 방사능 및 발열량을 나타



내고 있다.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물질은 총 11종류로 구분되며, 운반저장 관

점에서는 발생량이 적고 기체 형태인 H3+zeolite, Ke/Xe를 제외한 9가지 공정물질을

고려하였다. 우라늄 금속과 금속폐기물의 중량은 전체의 70 % 이상이지만 방사능 및

발열량은 전체의 0.2 % 이내이므로 운반 시 별도의 방사선차폐가 필요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RU/RE 금속의 질량은 전체의 약 1.2 % 이내이지만, 방사능 및 발열량은

각각 전체의 25 %, 31 %를 차지하여 단위 체적당 방사능 및 발열량이 매우 큰 특성

을 갖는다. 
  파이로 공정물질 중에서 TRU/RE 금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방사능/고방열성

핵종이 전해환원 공정에서 발생되는 AMFP 세라믹폐기물, 전해제련 공정에서 발생되

는 REFP 세라믹폐기물과 고온 voloxidation 공정에서 발생되는 Cs+Fly ash 등에 포함되

므로 운반저장 관점에서는 이들 폐기물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Item
Mass Radioactivity Decay heat Volume

kg % Ci % W % ㎤ %
 Uranium 9.23E+03 53.7 5.00E+01 0.0 6.48E-01 0.0 4.99E+05 13.1
 TRU/RE 2.15E+02 1.2 1.60E+06 25.5 6.16E+03 31.4 1.16E+04 0.3
 Clad+NMFP (MWF) 3.14E+03 18.3 8.60E+03 0.1 4.24E+01 0.2 4.83E+05 12.7
 Ceramic waste(AMFP) 2.85E+03 16.6 1.95E+06 31.2 5.39E+03 27.5 1.24E+06 32.4
 Ceramic waste(REFP) 7.93E+02 4.6 1.12E+06 17.9 5.18E+03 26.5 2.48E+05 6.5
 Vitrified glass
 (dirty scrap) 7.59E+01 0.4 1.68E+04 0.3 7.25E+01 0.4 2.17E+04 0.6

 Cs+fly ash 3.22E+02 1.9 1.48E+06 23.6 2.57E+03 13.1 4.30E+05 11.3
 Tc+calcium filter 4.14E+02 2.4 1.65E+04 0.3 6.80E+01 0.3 8.28E+05 21.7
 I+zeolite 5.67E+01 0.3 5.24E-01 0.0 2.45E-04 0.0 5.67E+04 1.5
 H3+zeolite 1.46E-02 0.3 6.06E+01 0.0 2.02E-03 0.0 - -
 Kr/Xe 9.34E+01 0.5 7.20E+04 1.2 1.08e+02 0.6 - -
 Total 1.72E+04 100 6.26E+06 100% 1.96E+04 100 3.81E+06 100

표 3-4-2 파이로 공정물질 특성 (질량, 방사능, 붕괴열)

    (나)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운반저장 특성분석

        우라늄과 TRU는 습도에 약하고 산화성이 강하므로 불활성 가스 분위기 상태

로 2중 밀봉 포장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기간 동안 불활성 가스 분위기가 유지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고방사성/고방열성 핵종인 Cs, Sr 등은 세라믹 폐기물 형태로 운반, 저장 및 처분하

며, 물리, 화학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충격에 취약하므로 운반 또는 취급 시 충

격완충이 고려되어야 한다.  Cs, Sr 등 단반감기 핵종이 포함된 공정폐기물은 300년

임시저장한 후 저준위 폐기물로 처분하므로 캐니스터는 최소 3백년의 저장 수명을 고

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300년 저장기간 동안 재질의 장기건전성, 격납건전성 등이 유



지되어야 한다.  
  고방사성물질이 포함된 waste form의 단위포장 용량은 waste form 및 캐니스터의 최

대 허용온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캐니스터의 밀봉방식은 나사산을 갖는 뚜껑 체결방

식, 밀봉(seal)이 있는 볼트 체결방식 및 용접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DOE standard canister와 네덜란드의 COVRA 저장시설의 캐니스터는 하부에

에너지 흡수보강 구조를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세라믹 폐기물과 유리화 폐기물의 저

장 캐니스터는 낙하 또는 충돌에 의한 캐니스터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파이로 공정물질의 특성과 해외 운반저장 개념을 고려하여, 파이로 공정물질의 운반

저장 개념은 그림 3-4-5와 같이 현재 실험실 규모의 소형 핫셀 운반용기를 개발한 후

에 공학규모의 운반저장 개념을 선정하였다. 핫셀운반 개념은 4종류로 방사능, 발열량

및 부피 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우라늄과 금속폐기물, TRU 연료물질과 세라믹

폐기물로 분류하였다. 공정물질 임시저장은 3종류로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및 고준

위 방사성물질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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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파이로 공정물질의 운반저장 개념

  나.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logistics 분석

      파이로 공정물질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여 단위운반 캐니스터 및 운반용기 개념

을 도출하고 운반 및 저장에 대한 logistics를 분석하였다. 

   (1) SF 및 고방사성물질 운반용량 평가 및 증대방안 분석

    (가) 공정물질 단위 운반 캐니스터 및 운반용기 개념 설정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9종류의 공정물질은 발생량, 발열량 및 방사능의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공정물질의 특성 및 적절한 운반회수를 고려하여 단위

운반 캐니스터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였다.  



  표 3-4-3은 공정물질 별 단위크기, 단위 운반저장 캐니스터 형태, 캐니스터 당 방사

능 및 발열량, 운반회수 및 운반용기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9종의 공정물질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4종의 단위 운반저장 캐니스터와 개념을 설정하였다. 4종의 캐니스터는

각각의 운반용기가 필요하며, 수평 및 수직접속형 용기가 각각 2종이다.
  TRU/RE 금속은 Type-I 캐니스터에 적재하며 단위체적 당 방사능과 발열량이 크고

중량을 증가시킬 경우 임계 도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위 용량을 22 kg으로 설정하였

다. Type-II 캐니스터는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핫셀 운반용기에 적재 가능한 최대 크기

로 Ceramic waste(REFP), Vitrified waste(Dirty scrap), I+zeolite 등 3종 공정물질의 운반

이 가능하다. Type-III 캐니스터는 중량이 크고 방사능 및 발열량이 적은 U 금속과 금

속폐기물을 장전하며, 별도의 중성자 차폐가 필요 없는 금속용기로 운반이 가능하다. 
Type-IV는 방사능 및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발생량이 많은 Ceramic waste (AMFP), 
Cs+fly ash, Tc+calcium filter 등을 운반할 수 있으며, 감마선 차폐가 필요하다. 

공정물질

종류

공정물질 단위크기
캐니스터

형태

캐니스터 캐니스터

수량

(운반회수)

운반용기

종류

운반용기

차폐체
치수

(mm)

질량

(kg)

방사능

(Ci)

발열량

(W)
Uranium metal Φ225x900L 662 Type-III 3.57E+00 4.63E-02 14 수직-1 스틸

TRU/RE metal Φ100x150L 22 Type-I 1.60E+05 6.16E+02 10 TRU용기
중성자

/감마
 Metal waste

(Clad+NMFP)
Φ225x900L 232 Type-III 6.15E+02 3.03E+00 14 수직-1 스틸

Ceramic waste

(AMFP)
Φ350x900L 199 Type-IV 1.30E+05 3.59E+02 15 수직-2 감마차폐

Ceramic waste

(REFP)
Φ180x450L 37 Type-II 5.10E+04 2.36E+02 22 핫셀용기

중성자

/감마
Vitrified waste

(Dirty scrap)
Φ180x450L 40 Type-II 8.42E+03 3.63E+01 2 핫셀용기

중성자

/감마
Cs+fly ash Φ350x900L 65 Type-IV 2.95E+05 5.14E+02 5 수직-2 감마차폐
Tc+calcium

filter
Φ350x450L 43 Type-IV 1.65E+03 6.80E+00 10 수직-2 감마차폐

I+zeolite Φ180x450L 11 Type-II 1.05E-01 4.91E-05 5 핫셀용기 -

표 3-4-3 파이로 공정물질의 단위운반 캐니스터 및 운반용기 개념

  표 3-4-4는 공정물질별 단위 운반저장 캐니스터, 운반회수와 운반용기의 종류를 나

타내며, 캐니스터는 총 4종류이고 공정물질별 운반회수는 10 ~ 30회로 설정하였다. 운

반용기는 수평 및 수직 접속형 용기를 각각 2종류로 설정하였다. 그림 3-4-6은 단위

운반저장 캐니스터 및 운반용기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캐니스터

종류

공정물질

종류

캐니스터 운반용기

 형식수량 치수 중량

Type-I TRU/RE Metal 10 Φ150x240 mm L 30 kg TRU용기

(수평형)

Type-II Ceramic waste (REFP), 
Dirty scrap,  I+zoelite 29 Φ220x560 mm L 30 ~ 60 kg 핫셀용기

(수평형)

Type-III U metal, Metal waste 28 Φ285x990 mm L 280~710 kg 수직형

용기-1

Type-IV Ceramic waste(AMPF),
Cs+fly ash, Tc+Ca fillter 30 Φ410x990 mm L 100~260 kg 수직형

용기-2

표 3-4-4 파이로 공정물질의 캐니스터 개념

 

CW(REFP)
Dirty scrap, I+zeolite

TRU/RE
metal

U metal
Metal waste

▲ 수직형 용기-1 (스틸용기) ▲ 수직형 용기-2 (차폐용기)

Canister-I Canister-II Canister-III Canister-IV

▲ TRU 용기 (수평형) ▲ 핫셀용기 (수평형)

CW(AMPF), Cs+fly ash
Tc+Calcium filter

그림 3-4-6 파이로 공정물질의 캐니스터 및 운반용기 개념

    (나) 사용후핵연료와 고방사성물질 운반용량 평가 및 증대방안 분석

         원자력연구원에서는 프랑스의 LA-Calhene 으로부터 수평접속 방식의 Padirac 
cask (RD-15 수송용기)를 도입하여 PIEF, IMEF 및 ACPF 핫셀에서 사용하고 있다. 
Padirac cask는 중성자 차폐체가 없는 고체폐기물 수송용기로 최대 운반용량은 PWR 사

용후핵연료 약 10 kg 정도이다. 
  ACPF 및 Pyroprocess 공학규모 실증시험에 활용하기 위하여 신규 핫셀 운반시스템에

대한 운반용량 증대방안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PIEF, IMEF 및 ACPF 핫셀에 호환이 가

능하면서 운반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운반용기 내부 용적 및 차폐체의 최적화를 통

하여 운반용량을 증대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의 Padirac cask는 중성자 차폐체가 없

으므로 적용 가능한 운반 내용물과 운반용량이 제한적이며, 신규 핫셀 운반용기는 중

성자 차폐체를 적용하고 감마선 차폐체와 중성자 차폐체의 두께와 형상을 최적화함으

로서 운반용량을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신규 핫셀 운반용기의 운반용량은 사용후핵연료 약 20 kg으로 기존의 Padirac cask 
대비 운반용량 2배 증대가 가능하였다. 운반용량이 2배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운반용기



전체의 중량은 기존 용기 대비 약 1.5배 정도만 증가되었다. 이 용기를 이용하여 파이

로 공정물질을 운반할 경우 REFP 세라믹 폐기물 14 kg, AMFP 세라믹폐기물 30 kg, 
Cs+Fly ash 4 kg까지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신규 핫셀 운반용기는

ACP 공정물질 뿐만 아니라 파이로 공정물질의 운반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저장용량 평가 및 logistics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ESPF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정물질의 저장량을 최소화

하여 ESPF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또한 ESPF 임시저장시설에서

KAPF 또는 처분장으로 운반되는 기간을 단축시켜 ESPF 임시저장시설의 운영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가) 공정물질 임시저장 logistics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선정

         표 3-4-5는 공정물질별 이동경로 및 방법, 임시저장을 보여주고 있다. 우라늄

금속은 ESPF 임시저장시설로 이동 보관하며, 2028년부터 KAPF 저장시설이 운영되면

직접 KAPF 저장시설로 이동 보관한다. ESPF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우라늄 금속도

2028년부터 연차적으로 KAEF 보관시설로 이동 보관한다. 
  TRU/RE 금속, I+zeolite 및 Tc+calcium filter는 2028년까지 ESPF 저장시설에 임시저장

후 2008년부터는 SFR로 이동하여 재활용 또는 소멸처리 한다. 금속폐기물은 ESPF 저

장시설에 5년 동안 임시저장 후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 이동하여 처분한다. REFP 
세라믹 폐기물은 2022년 이전 발생분은 ESPF 저장시설로 이동 20년간 임시저장 후 고

준위폐기물 처분, 2022년 이후에 발생분은 KAPF 저장시설로 이동 20년간 임시저장 후

고준위폐기물 처분한다. 
  AMPF 세라믹 폐기물, Cs + fly ash는 ESFP 임시저장시설로 이동 보관하며, 2026년

부터 KAPF 저장시설이 가동되면 KAPF 저장시설로 이동 보관함. ESPF 임시저장시설

에 보관중인 공정물질도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KAPF 저장시설로 이동 보관한다. 
Dirty scrap의 유리화 폐기물은 2026년까지는 ESPF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며, 이후에는

KAPF 저장시설로 이동 저장한다. 



용기형식/ 
캐니스터

종류

공정물질
종류

이동경로 및 방법 ESPF 내
저장기간

수직(III)  U Metal
- 2017 ~ 2026년 : ESPF -> ESPF 임시저장시설
   2026년 이후 -> KAPF 저장시설)
- 2026 ~ 2036년 : ESPF/ESPF 저장시설
   -> KAPF 저장시설

최대9.2년

수평(I) TRU/RE metal
- 2017 ~ 2028년 : ESPF -> ESPF 임시저장시설
   (28년이후 -> SFR로 이동)
- 2028 ~ 2036년 : ESPF/ESPF 저장시설 -> SFR 

최대12.3년

수평(II) I+zeolite 최대20.6년

수직(IV) Tc+calcium filter 최대10.9년

수직(III) Metal Waste - 2017 ~ 2036년 : ESPF -> ESPF 저장시설
  (5년저장)  ->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5년
최대6.3년

수평(II) Ceramic Waste
(REFP)

- 2017 ~ 2022년 : ESPF -> ESPF 저장시설
  (20년저장)  
- 2022 ~ 2026년 : ESPF -> ESPF 저장시설
   -> KAPF 저장시설 (20년 저장)
- 2026 ~ 2036년 : ESPF -> KAPF 저장시설
   (20년저장) => 20년 임시저장 후 고준위 처분

20년
(2022년

이전
발생분)

수직(IV) Ceramic Waste
(AMFP)

- 2017 ~ 2026년 : ESPF -> ESPF 임시저장시설
  (2026년 이후 -> KAPF 저장시설로 이동)
- 2026 ~ 2036년 : ESPF > KAPF 임시저장시설
  => KAPF 시설에서 100년 저장 후 중저준위 처분

최대8.9년

수직(IV) Cs+fly ash 최대14.4년

수평(II) Vitrified waste
(Dirty scrap)

- 2017 ~ 2026년 : ESPF -> ESPF 임시저장시설
   (2026년 이후 -> KAPF 저장시설로 이동) 최대23.0년

표 3-4-5 모델 입력자료 (공정물질 발생량, 이동경로 및 방법, 저장기간)

* 

KAPF저장시설 2026년, SFR 2028년 가동. ESPF내 저장기간은 전산모사 결과임.

    (나) Pyro-process 공정물질 운반 저장을 위한 모델링

         공정물질 저장 및 운반의 최소단위인 캐니스터를 아이템(item)으로 다루며, 
이 아이템의 흐름이 이벤트에 의해 제어되는 방식의 이산사건시스템을 그림 3-4-7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미국의 ANL, INL 등에서 Pyroprocess 시설 운전모델 및 공정물질

수송모델에 사용된 바 있는 Imagine That Inc.의 ExtendSim라는 이산사건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yro-process 공정물질 저장량 및 수송량을 손쉽

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림 3-4-7의 모델에서는 ESPF 운영기간동안 연 100개의 아이템이 create 블록에서

생산되며, unbatch 블록에서 아이템이 공정물질별로 8개로 나누어진 후 각각 다른 경로

를 택하도록 되어있다. 그 다음 공정물질별로 각각 batch 블록을 사용하여 각각의 공정

물질별 캐니스터 용량에 맞는 배치수 만큼을 모아 다시 하나의 아이템으로 만든다. 이

시점의 아이템이 캐니스터 단위가 된다. 공정물질별로 운반/저장 캐니스터 종류가 다

르고, 캐니스터의 적재용량이 다르므로, 여기부터는 연간 발생되는 아이템 수량의 차이

가 생기게 된다. 다음 임시저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정물질은 그 기간만큼을 지연해

주고, 표 3-4-5의 이동경로 및 방법에 따라 아이템 흐름을 제어하여 다음 경로로 내보



내게 된다. 
  Pyro-process 공정물질 저장 및 운반을 위한 모델의 주요 설계변수는 ESPF 임시저장

시설의 운영기간, ESPF 운영기간 중 발생한 공정물질의 이동장소 및 이동방법 등이며, 
개발된 모델은 공정물질별 발생량, 운반/저장 캐니스터의 단위용량 및 종류에 대한 정

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내장하였다.   
   Pyro-process 공정물질 저장 및 운반 분석모델의 초기 아이템은 ESPF의 기준 배치용

량에 해당하는 공정물질이며, 이 공정물질이 캐니스터 단위용량에 맞는 수만큼 모아져

새로운 캐니스터 단위의 아이템을 만들어 낸다. ESPF에서 저장기간을 채워야하는 공

정물질은 그 기간만큼 저장하고, 나머지 공정물질은 KAPF 임시저장시설 운영시작에

맞추어 운반 저장한다. 표 3-4-5의 캐니스터 이동장소 및 방법에 따라 아이템 흐름을

제어한다. ESPF 임시저장시설에서 캐니스터를 운반하기 위한 접속구는 수직 1개, 수평

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접속구별 최대 운반 횟수는 연간 100회라고 가정하

였다. 

그림 3-4-7 파이로 공정물질의 저장 및 운반 분석을 위한 ExtenSim 모델

    (다) Pyro-process 공정물질 운반 저장 시뮬레이션 및 결과분석

        시뮬레이션 수행 전에 반드시 가정되어야 하는 입력변수인 ESPF 및 KAPF의

운영기간을 각각 2017년~2036년(20년), 2026년~2055년(30년)으로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로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운영시점이

있으나, 2022년도 전에 운영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Metal waste 공정물질의 이동경로 및 방법이 ‘5년 저장 후 중저준위 폐기

물 처분장’이기 때문이다. 즉, ESPF에서 Metal waste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초기년도가

2017년이며 2017년+5년 저장기간=2022년이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로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운영시점이



있으나, 2037년 이전에 운영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Ceramic waste(REFP) 공정물질의 이동경로 및 방법이 ‘20년 저장 후 고준

위폐기물 처분장’인 경우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 운반하여야하는 대상물질이 발생하

는 초기연도가 2017년이며 2017+20=2037년이기 때문이다.
  ESPF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반 알고리즘으로서 ‘Line 
balanc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수직 접속구를 통해 운반해야하는 공정물질

은 총 5가지로 U metal, Metal waste, Ceramic waste(REFP), Cs+fly ash, fly ash이며, 운

반 우선순위는 현재 ESPF 임시저장시설에 누적된 캐니스터 수가 많은 것부터 운반되

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수평 접속구를 통해 운반해야하는 공정물질은 총 3가지로

TRU/RE metal, Ceramic waste(AMFP), I/Tc+fly ash이며, 운반 우선순위는 현재 ESPF 임

시저장시설에 누적된 캐니스터 수가 많은 것부터 운반한다. 
  ESPF 임시저장시설의 운영기간을 최소화하며, 공정물질의 저장용량을 최소화하는

최적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표 3-4-6 ~ 표 3-4-7에 나타내었다. 공정물질별 최대누적 저

장용량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6~2029년 사이이며, 2026년은 KAPF 임시저장시설로의 운반

이 발생하는 시점이며, 2028년은 SFR이 가동되는 시점이다. 캐니스터 종류별 최대누적 저

장용량은 Type-I, II, III 및 IV에 대하여 각각 123, 288, 205 및 284 개이다. 

공정물질 최대누적량 (캐니스터수) 캐니스터 종류
최대누적량

발생시기

U metal 131 Type-III 2026.2
TRU metal 123 Type-I 2029.3
Metal waste 91 Type-III 2027.4

Ceramic waste
(REFP) 224 Type-IV 2026.0

Ceramic waste
(AMFP) 149 Type-II 2025.9

Vitrified waste
(Dirty scrap) 38 Type-II 2036.8

Cs+fly ash 72 Type-IV 2031.4
Tc+calcium filter 109 Type-IV 2027.9

I+zeolite 105 Type-II 2037.0

표 3-4-6 공정물질별 최대누적 저장용량

캐니스터 종류
최대누적량

(캐니스터수) 최대누적량 발생시기(연도)

Type-I 123 2029.3
Type-II 288 2026.0
Type-III 205 2026.2
Type-IV 284 2026.0

표 3-4-7 캐니스터 종류별 최대누적 저장용량



2.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 및 안전성평가

  가.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기준 검토 및 방안분석

   (1) 핫셀 운반용기 기술기준 검토

    (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기술기준

        국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69호, IAEA Safety Styandard Ser. TS-R-1 및

미국 NRC 10CFR Part 71에 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는 운반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A형 및 B형 운반용기로 구분되며,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을 요약하면 표 4-4-8과

같다. 

형태

 기술기준
A형 운반용기 B형 운반용기

  o 인양장치는 운반물 중량의 3배 하중고려

  o 외부표면 허용 방사선량률

  o 외부표면 허용 방사선량률 (전용운반)
  o 항공운반 경우

    - 용기의 표면 허용온도 : 50 ℃ 

       (일광효과가 없는 38 ℃의 환경조건)
    - -40 ~ 55 ℃ 환경에서 격납 유지

    - 5 kPa의 압력강하시 격납계통 유지

 o 정상조건시험 후 유실, 분산이 없을 것

 o 정상조건시험 후 표면선량률 증가 20%  
 o 최대 운반가능 방사능량

 o 일광조건하에서 38 ℃ 환경에 1주일 방치 시

격납 및 방사선차폐 기능 유지

 o 정상조건 시험후 시간당 누설량

 o 사고조건시험 또는 C형 용기 시험 후

   - 외부표면 1 m에서 허용선량률

   - 1주일간 방사성물질 허용 누설량

 o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 이상일 경우 강화

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 유지

 o 최대 정상운전압력

 o 전용운반이 아닌 경우 용기표면의 최대온도

(38 ℃ 환경에서 일광이 없는 경우)
 o 전용운반시 운반용기 표면 허용온도

 o -40 ~ 38 ℃ 환경조건에서 건전성 유지

○

2 mSv/h
10 mSv/h

○

○

○

○

○

A1, A2

-

0

-
-
-

-
-

-
-

○

2 mSv/h
10 mSv/h

○

○

○

-
○

A1,2 이상

○

10-6A2

10 mSv/h
A2/week

○

700 kPa
50℃

85℃

○

표 3-4-8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기술기준

    (나) 운반용기 안전성 입증시험 기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안전성시험은 정상운반조건시험과 운반사고조건 시험

으로 구분되며, 정상운반 조건 시험은 A형 및 B형 운반용기에 적용되며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살수시험 : 시험물에 시간당 5 cm의 강우량에 상당하는 물을 1시간 살수

    - 낙하시험 : 시험물을 0.3 ~ 1.2 m의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 위에 낙하

    - 적층시험 : 운반물 중량의 5배 하중 또는 운반물의 수직투영 면적에 13 kPa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하중 중에서 큰 하중으로 24시간 압축

    - 관통시험 : 시험물을 단단한 수평면 위에 고정시켜 놓은 후, 직경이 3.2cm, 중량

6 kg 봉을 1 m 높이에서 시험물위에 수직으로 낙하

  운반사고조건 시험은 B형 운반용기에 적용되며,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계적시험

      . 낙하시험 I : 시험물을 9 m 높이에서 낙하

      . 낙하시험 II : 직경 15 cm, 길이 20 cm인 연강봉을 시험 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고정시켜 놓고, 시험물을 1 m 높이에서 봉 위에 낙하

    - 열시험 : 일광조건, 운반물 발생열의 최대조건, 38 ℃의 주위온도 하에서 열적

평형상태에 있는 시험물을 800 ℃의 환경에 30분간 방치

    - 침수시험 : 시험물을 수두 15 m 이상에서 8시간 동안 침수

    - 강화된 침수시험 : 시험물을 수두 200 m 이상에서 1시간 동안 침수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 이상인 경우)

    (다)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요건

        핫셀 운반용기는 일반용기와 달리 핫셀과 접속할 수 있는 접속시스템이 구비

되어야 하며, 핫셀 접속시 방사선차폐 및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프랑스 Padirac 핫셀

용기 등 국내외 핫셀용기의 특성을 분석하여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요건을 도출하였으

며, 표 3-4-9는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요건을 요약하였다. 핫셀 운반용기는 슬라이딩 도

어 방식으로 뚜껑을 개폐하므로 슬라이딩 도어의 개폐 시 방사선차폐 및 밀봉이 유지

되어야 한다. 운반용기의 내부 캐니스터가 격납경계 역할을 담당하며, 원격 취급성을

감안하여 밀봉구조는 단착식 결합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핫셀용기는 개폐부가 많으

므로 일반 용기에 비해 낙하조건에서 완충 특성과 화재사고조건에서 단열 특성이 우수

해야 한다. 



항 목 설계요건

일반요건

- 기존 핫셀 접속시스템과 호환성 유지

- 차폐체, 완충체, 단열구조 최적설계를 통한 운반용량 최적화

- 핫셀접속 방식 : 수직, 수평 또는 수직/수평겸용

- 내부컨테이너 이송 방식 : 수동, 유압 또는 전동방식

- 원격취급성, 크레인 및 원격조종기 취급중량 고려

차폐분야

- 핫셀과의 접속 또는 운반용기 도어 개폐시 차폐 건전성 유지

- 허용 표면 방사선량률

  . 운반용기 : 2 mSv/h, 핫셀벽 : 1 mSv/week 
임계분야 - 가상 사고조건에서도 미임계 유지

격납분야

- 격납경계 : 캐니스터 (뚜껑체결 : 단착식 결합방식)
- 핫셀과의 접속 또는 도어 개폐시 밀봉 유지

- 허용누설률

  . 운반용기 : 약 1.0E-5 std․㎤/s
  . 핫셀 : 30 mmAq의 부압조건에서 4 vol.%/day
- Seal의 교체 및 밀봉검사가 가능한 구조

열분야

- 차폐체 및 밀봉재의 허용온도 유지

  . 납차폐체 : 327 ℃, viton O-ring : 250 ℃

- 운반용기 표면 허용온도

  . 항공운반 : 50 ℃, 항공운반 이외 : 85 ℃

- 적절한 단열구조 설계를 통한 화재사고조건에서 개폐부의 열적

  건전성 유지

구조분야

- 최대 정상운전 압력 : 700 kPa 
- 인양고리 위치는 무게중심과 일치, 안전장치 고려

- 적절한 완충구조 설계를 통한 낙하조건에서 용기 개폐부의 구조

  건전성 유지

밀봉 캐니스터

- TRU 또는 핵물질 취급시 2중 밀봉 고려

- 우라늄/TRU 저장 캐니스터는 불활성 기체 충전시스템 적용

- 300년 이상 장기 건전성 고려

- 원격취급 및 다단적재를 위한 적층조건에 대한 안전성 고려

표 3-4-9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

   (2)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방안분석

    (가) 완충재질의 기계적 특성시험 및 완충구조 검증시험

         방사성폐기물 용기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항목 중 자유낙하와 같은 동적거동

(dynamic behavior)을 모사하는 유한요소해석에서는 동적인 물성치를 사용하여야 해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완충재질의 변형률속도(strain rate)에 따른 동적인 물성치를 취

득하기 위해 하중낙하장치를 고안하여 그림 3-4-8과 같이 제작하고 동특성(dynamic 
characteristics)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완충재질의 동하중 시험은 9 m 높이(사고조건에서

의 낙하조건)의 자유낙하 속도인 13.3 m/s의 속도로 수행되었다. 시편을 압축하면서 변

위 및 하중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력-변형률 선도를 계산하였다. 우레탄 폼촬하



면니콤촬하Balsa wood에 대하여 계산된 응력-변형률 선도를 그림 3-4-9에 나타내었다. 
동하중 시험결과 대부분에서 초기하중에 의한 변형이 생긴 이후에는 하중이 일정한 상

태에서 변형이 발생하는 구간을 갖다가 이후 하중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

다. 동하중에 대한 완충재로서 설계 가능한 변형률은 우레탄폼은 약 50 %까지, 하니콤

은 약 70 %까지 및 발사우드가 약 50 %까지였다. 완충 응력은 우레탄 폼이 2500 ~ 
5000 kPa, 발사우드는 2000 ~ 5000 kPa, 허니콤은 약 2000 ~ 4000 kPa의 완충 응력을

보였다.
  완충재질 및 거셋의 위치가 서로 다른 충격완충체 1/6 축소모델 5조를 제작하여 9 
m 낙하높이에 대한 완충구조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동특성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완

충구조 시험모델 5종에 대한 응력-변형률 선도가 그림 3-4-10에 각각 나타나 있다. 그

림 3-4-11은 시험시편을 보여주며, 비치우드 완충체는 변형량 및 변형률이 매우 작고

딱딱하여 완충재질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3-4-8 하중낙하장치 (전체사진, 릴리즈 장치, 압축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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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완충재질의 동하중 데이터

(a)             (b)             (c)             (d)             (e)



그림 3-4-10 충돌시험 이후 변형된 형상, (a) beech wood (6 gussets), (b) balsa wood (8 
gussets), (c) urethane foam (8 gussets), (d) urethane foam (6 gussets), (e) 
Al-honeycomb (8 gussets)

그림 3-4-11 등가응력-변형률 선도

    (나) 단열재질의 열특성 시험 및 단열구조 검증시험

정상조건 검증시험하기 위해 중성자차폐체가 NS-4-FR인 시험모델과 K-Resin인

시험모델을 제작하였다. 
  정상조건 시험은 열 환경시험설비에 열 특성시험장치를 설치하고 열 특성시험장치

chamber에 납 차폐체가 안쪽으로 향하도록 시험모델을 설치한 후 핫셀 운반용기 내부

의 열원을 모사하기 위해 열 특성시험장치 chamber의 온도를 200 ℃로 가열한 상태에

서 시험모델의 온도가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림

3-4-12는 정상조건 시험에서 열 평형상태에 도달한 후 측정된 시험모델의 최고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성자차폐체 깊이 20 mm 지점에서의 온도는 중성자차폐체로 NS-4-FR
을 사용한 시험모델의 경우 55 ℃로, K-Resin을 사용한 시험모델의 경우 57 ℃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핫셀 운반용기 표면에서의 온도는 태양 복사열이 없는 고요하고 정지

된 주변온도 38 ℃ ± 1 ℃인 상태에서의 제한온도인 55 ℃ 이하일 것으로 예측된다.
  사고조건 검증시험은 핫셀 운반용기 외부 주변온도인 열원을 모사하기 위해 열 특성

시험장치 chamber의 온도를 800 ℃로 가열하고, 열 특성시험장치 chamber에 중성자차

폐체가 안쪽으로 향하도록 시험모델을 설치한 후 Chamber의 온도가 800 ℃인 상태를

30분 간 유지한 후 자연 냉각시켰다. 그림 3-4-13은 사고조건 시험에서 측정된 시험모

델의 최고온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성자차폐체 깊이 20 mm 지점에서의 온도는 중성

자차폐체로 NS-4-FR을 사용한 시험모델의 경우 183 ℃로, K-Resin을 사용한 시험모델

의 경우 147 ℃로 측정되었고, 납 차폐체의 온도는 70 ℃ 및 42 ℃로 측정되었다. 따라



서, 주변온도 800 ℃에서 30분간 노출시키는 열 조건에서 차폐체의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12 정상조건 하의 온도분포

 

그림 3-3-13 사고조건 하의 온도분포 

    (다) 기존 핫셀 운반시스템의 임계 적용성 평가

        핫셀 운반시스템의 임계 검증을 위하여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한 임계 계산 코

드인 KENO-V와 MCNPX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3-4-10에는 임계계산 결과를 비교하였

으며, 핫셀 운반시스템의 구성 성분에 따른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중성자 흡수 단면

적의 영향이 큰 폴리에틸렌의 경우 두 코드간 약 600 pcm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

이는 계산에 이용되는 라이브러리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최신 핵종 라이브

러리를 이용한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조재
KENO-V MCNPX

유효증배계수 표준편차 유효증배계수 표준편차

핵연료 0.08767 0.00018 0.08722 0.00016

핵연료+납 0.09163 0.00022 0.09197 0.00017
핵연료+납+폴리에틸렌 0.19724 0.00062 0.19043 0.00063

핵연료+납+스텐인리스스틸 0.09295 0.00020 0.09288 0.00016
핵연료+납+폴리에틸렌

+스텐인리스스틸
0.17387 0.00051 0.16428 0.00052

표 3-4-10 구조재에 따른 임계계산 비교 결과

  ACPF 기준 핵연료 rod-cut을 운반하는 기존 핫셀 운반시스템인 빠디락 RD-15 용기

에 대해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임계계산을 수행하였다. 임계계산 수행을 위해 기존

운반시스템의 구조를 상세히 모사하여 모델링하고 핵연료의 경우 봉절편 운반 캐니스

터를 고려하여 각 캐니스터 당 5개의 핵연료 봉절편을 모델링하여 계산의 보수성을 높

였다. 4.5wt% 연료에 대해 임계계산을 수행한 결과 표 3-4-11과 같이 유효증배계수는

0.05437±0.00004 을 구하였으며, 3.5wt% 경우는 0.07823±0.00009 로 산출되었다.  



핵연료 종류 싸이클수/배치수 배경 유효증배계수 표준편차

4.5wt%
500/10,000 공기 0.05437 0.00004
500/ 1,000 공기 0.05429 0.00011
100/10,000 공기 0.05435 0.00008

3.5wt%

500/10,000 공기 0.07823 0.00009
500/ 1,000 공기 0.07771 0.00027
100/ 1,000 공기 0.07809 0.00018
500/10,000 물 0.32732 0.00025
500/ 1,000 물 0.32724 0.00081
100/ 1,000 물 0.32643 0.00053

표 3-4-11 핵연료 종류 및 조건에 따른 유효증배계수

    
    (라) 기존핫셀 운반시스템의 차폐적용성 평가

        기존 핫셀 운반용기 차폐성능평가는 2007년 7월 11일 오전 11시경 기존

Padirac RD-15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PIEF에서 IMEF와 ACPF로 핵연료 rod-cuts 운반할

때 수행하였다. 이때 Padirac 운반용기 표면에서 감마선과 중성자에 대한 선량율을 실

제 측정하였으며, rod-cuts의 수량은 모두 13개이고 연소도는 52 Gwd/tU와 60 Gwd/tU
이며 총중량은 1.8kg-U이다. 선량율을 측정한 측정치와 차폐코드로 계산한 계산치를

표 3-4-12에 서로 비교하였다. 계산 결과치와 실측치는 잘 일치하고 있지만 이것을 20 
kg-U를 운반한다고 추정하면 선량율은 허용치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음. 따라서 현

재 기존 Padirac 운반용기는 고연소도 핵연료와 운반량이 20 kg-U로 증가하면 중성자

차폐체가 없어 전제적으로 선량율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였다.

Radiation
Padirac-B cask 선량율 (mSv/hr)

측정치(1.8kg-U) 계산치(1.8kg-U) 추정치(20kg-U) 허용치

Gamma-ray (Cask surface)

Neutron (Cask surface)

0.215

0.189

0.207

0.201

2.312

2.126
2.0

Total 0.404 0.408 4.438 2.0

표 3-4-12 Rod-cuts 운반시 Padirac cask 선량율 비교(‘07.7.11) 

            
    (마) 완충 구조에 대한 구조 모델링 최적화 요건 설정

        충격완충체의 낙하방향에 따른 충격흡수체적을 수학적 유도하고, 운반용기의

치수가 개략적으로 정해지면 충격완충체의 치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

다. 총 충격에너지를 단위체적당 에너지 흡수율로 나누면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충격흡수 체적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완충체의 치수를 계산할 수 있

다. 충격완충체의 형상을 결정짓는 설계인자(Design Parameter)로 H1, H2, W를 선정하였



다. 수직, 수평, 모서리 낙하에 대해 수학적으로 유도된 충격흡수 체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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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완충체의 형상을 규정짓는 세 가지 설계인자 W, H1, H2를 최적화시의 설계변수

로 정의하였다. 위에서 수학적으로 유도된 수직, 수평, 모서리 낙하시 충격완충제의 충

격흡수체적 V1, V2, V3를 제한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최적화를 위한 정식화는 다음과 같

다.
Find W, H1, H2

Min. Weight of Impact limitter
s.t. Vi ≥ Vcrit (i=1, 2, 3)   

  RQP(Recursive Quadratic Programing)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현재 개발 중인 신

규 핫셀 운반용기의 충격완충체의 치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설계변수의 초기값 및

최적값은 표 3-4-13에 나타나 있고, 초기 완충체의 크기 및 각 완충재질에 대한 최적치

수값으로 구성한 개략도가 그림 3-4-14에 나타나 있다. 

 Initial value
Optimum value

Balsa wood
(Axial)

Polyurethane
(150 kg/m3)

Honeycomb
(1/4 in.)

W 0.2 0.212 0.253 0.238
H1 0.2 0.314 0.377 0.355
H2 0.32 0.151 0.179 0.170

표 3-4-13 설계변수의 초기값 및 최적값 (단위: m)

그림 3-4-14 각 완충재질의 초기설계 및 최적설계의 개략도 (단위: m)



    (바) 핫셀 운반시스템의 설계 최적화 평가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충격완충체의 치수설계를 수행하고, 핫셀 운반용기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여 핫셀 운반용기에 대한 구조를 일부 변경하고 각 부품의 치수

를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핫셀 운반용기의 차폐․임계해석, 열 해석, 구조해석 등이

연동되어 수행되었으며 다른 분야의 해석결과가 feedback되어 수차례의 설계변경이 진

행되었다. 설계최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완충재질에 따른 충격흡수 능력을 평가하여 충격완충체 설계에 반영

  - 충격완충체 부착방법의 변경

  - 핫셀용기 뚜껑과 본체 결합 볼트의 위치 및 개수 변경

  - 다목적 용기로 사용하기 위한 3가지 다른 종류의 뚜껑 설계

  최적화된 설계안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주요부품에 발생하는 응력의 최

대치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Cask는 최대 59 %, Canister는 최대 58 %, 구

동부 Pin은 최대 74 %의 응력감소를 가져왔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 종류의 핫셀 운반용기의 개념설계가 완료되었

다. 개념설계가 완료된 3가지 종류의 핫셀 운반용기에 대하여 그림 3-4-15와 같이 개념

도를 작성하였으며, 제작성 및 구조건전성 평가를 위한 축소모델이 제작되었다. 개발된

3가지 핫셀 운반용기는 편의상 1) 회전개폐형 핫셀 운반용기, 2) 상하개폐형 핫셀 운반

용기, 3) 일반 운반용기라 명명하였다.

(a) 회전개폐형 (b) 상하개폐형 (c) 일반형 (d) 충격완충체    

그림 3-4-15 다목적 핫셀 운반용기 3종

   (3) 핫셀 운반시스템 개폐방식 및 밀봉 방안분석

    (가) 기존 핫셀 운반시스템 개폐 및 밀봉방식 설계특성 평가

        핫셀 접속시스템의 메카니즘에 따르면 크게 수직 접속시스템과 수평 접속시스

템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4-16의 GE-2000 용기의 경우 대표적인 핫셀 수직 접속시

스템이다. 수직접속시스템은 주로 대용량 운반용기에 사용된다. 그림 3-4-17의 Padirac 



시스템은 대표적인 핫셀 수평 접속시스템이다. Padirac 시스템은 프랑스의 La 
Calhene/TN에서 개발하였다. 이는 주로 소용량 운반용기에 사용된다.
  기존 핫셀 운반시스템인 Padirac은 대차 위에 수평으로 놓여 핫셀 리어 도어에 접속

된다. 그림 3-4-17에서와 같이 Padirac의 뚜껑은 수직으로 미끄러지면서 개폐되는 중앙

뚜껑과 Padirac 용기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고정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차에는

Padirac의 중앙뚜껑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하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직개폐장치가 설치

되어 있다. 대차에 놓인 Padirac이 핫셀 리어 도어에 접속되면 개폐장치가 위로 이동하

면서 Padirac의 중앙뚜껑과 핫셀 리어 도어의 문을 개방시킨다. 핫셀 리어 도어가 올라

가면서 원호모양의 회전체가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내부용기가 이동하는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채워지며 차폐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한 원통의 내부모양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원통과 팔각형이 만나는 것처럼 내부용기가 핫셀로 이송되는

경로 가운데 이송경로의 불연속부가 존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내부용기의 이송이 부

드럽게 진행되지 않는 단점과 아울러 이 부분에서 차폐성능이 떨어져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이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림 3-4-16 GE-2000 cask

    

그림 3-4-17 Padirac 시스템

    (나) 개폐 및 밀봉방식 예비모델 시험

       ① 신규 핫셀 운반시스템의 개폐방안 개발 및 예비모델 시험

  핫셀 리어 도어에 접속한 방사성 물질 운반용기의 뚜껑을 효율적으로 개폐하고 동시

에 내부용기의 이송경로를 제외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차폐 성능을

향상시키고 개폐 메카니즘을 구현하는 신규 핫셀 운반시스템의 개폐방안을 개발하였

다. 신규 개폐방안은 운반용기 뚜껑의 개폐가 진행되는 과정 중간에 차폐가 계속 유지

되고 있으며, 완전히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운반용기의 내부용기가 이송되는 경로

를 제외한 다른 공간은 납 차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개폐방식보다 차폐성능이

향상되어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줄일 수 있다. 신규 개폐방안은 내부용기가 이송되

는 내부이송경로의 불연속부를 최소화하여 내부용기의 이송 시 불필요한 진동이나 충

격을 저감시킬 수 있다. 회전운동을 통한 신규 개폐방안은 기존의 직선운동을 통한 개

폐방안에 비해 개폐작업에 필요한 작업높이를 줄이고 너비가 늘어나는 방안으로써 일



반적인 작업높이 제한에 대한 장점을 가진다.
  그림 3-4-18과 같이 핫셀 운반시스템의 개폐방식 예비모델을 설계, 제작하여 제안한

개폐방안에 대한 구현여부를 검증하였다. 
  

  

그림 3-4-18 신규 핫셀운반시스템의 접속 과정

       ② 신규 핫셀 운반시스템 밀봉방식 예비모델 시험

  핫셀 운반시스템의 밀봉 및 접속방식에 대한 시험모델의 설계, 제작 및 예비시험을

통하여 작동성 및 원격 취급성, 유압 제어밸브, 유압 실린더, 감속기어 등에 대한 설계

자료를 확보하였다. 핫셀 도어와 컨테이너의 접속방식은 컨테이너 고정부, 컨테이너와

셀 플랜지의 접속부 및 회전부 등으로 구성된다. 컨테이너는 회전되지 않고 직진 운동

만 가능하며, 컨테이너를 수평으로 밀어서 핫셀 도어의 고정부에 접속되면 pneumatic 
방식으로 핫셀 도어의 컨테이너 고정부를 우측으로 회전시킴으로서 컨테이너 상단의

돌출부를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실제 크기의 시험모델을 그림 3-4-19와

같이 제작하여 예비시험을 통하여 컨테이너의 접속 및 기밀성 등을 확인하였으며, 주

요 부품에 대한 설계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림 3-4-19 밀봉 및 접속시스템의 동작

  

    (다) 핫셀 운반시스템 누설시험 및 격납평가 개념수립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에 대한 격납평가의 해석방법에 관한 규정은 미국규격인



ANSI N-14.5 및 국제규격인 ISO 12807이 있으며, NUREG/CR 6487에서는 허용 누설률

을 평가하기 위한 source term의 분류 및 source term에 따라 cavity로 방출되는 분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핫셀 운반시스템에 대한 격납 평가 해석방법의 절차는 미국규격인 ANSI N-14.5 및

국제규격인 ISO 1280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절차를 수립하였다.
  격납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핫셀 운반시스템은 수평접속 방식으로 설계기준은 연소도

55,000 MWD/tU, 농축도 4.5 wt% 및 냉각기간 10년인 사용후핵연료 20 kg, 
Pyro-processing을 통하여 나오는 공정폐기물인 I․Tc fly ash 5 kg 및 Pyro-processing을

통하여 나오는 공정폐기물인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인 세 가지 경

우를 적용하였다.
  사용후핵연료 20 kg에서 발생하는 29개의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1.29×104 Ci(4.77×102 TBq)로 평가되었고, I․Tc fly ash 5 kg에서 발생하는 3개의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2.51×102 Ci(9.29 TBq)로 평가되었으며, TRU를 포함

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에서 발생하는 13개의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의 총 방사

능량은 9.91×105 Ci(3.67 ×104 TBq)로 평가되었다.
  정상조건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핵종의 방출 제한치인 등가 A2eq 값은 사용후핵연

료 20 kg의 경우 7.58×101 Ci, I․Tc fly ash 5 kg의 경우 2.4×101 Ci 및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의 경우 8.98 Ci로 평가되었으며, 허용 방출률(R)은 사용후핵

연료 20 kg의 경우 2.11×10-8 Ci/s, I․Tc fly ash 5 kg의 경우 6.76×10-9 Ci/s 및 TRU를 포

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의 경우 2.49×10-9 Ci/s로 계산되었다. 
  핫셀 운반시스템의 격납 경계인 캐니스터는 두께 5 mm, 외경 278 mm, 길이 610 
mm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20 kg․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 
또는 I․Tc fly ash 5 kg을 저장할 때 캐니스터의 자유체적(V)은 25,350 cm3이므로, 단위

체적 당 방사능 농도(C)는 사용후핵연료 20 kg의 경우 5.69×10-5 Ci/cm3, I․Tc fly ash 5 
kg의 경우 8.92×10-9 Ci/cm3 및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의 경우

1.20×10-4 Ci/cm3로 계산되었다.
  핫셀 운반시스템의 캐니스터에 방사성물질을 적재할 때 정상조건에서의 허용누설률

(L)은 사용후핵연료 20 kg의 경우  3.70×10-4 cm3/s, I․Tc fly ash 5 kg의 경우 7.58×10-1 
cm3/s 및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의 경우 2.08×10-5 cm3/s로 평가되었

다.
  핫셀 운반시스템은 뚜껑 회전형, Padirac 호환형 및 일반 운반용기 세 가지로, 뚜껑
회전형 및 Padirac 호환형 핫셀 운반시스템의 격납경계는 방사성물질을 적재하게 되는

캐니스터이며, 일반 운반용기로 사용하게 되는 핫셀 운반시스템의 경우 격납경계는 운

반시스템의 뚜껑 부위에 있는 double O-걲 되는이다. 따라서, 시험방법 및 절차는 뚜껑

회전형, Padirac 호환형의 경우와 일반 운반용기의 경우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뚜껑 회전형 및 Padirac 호환형 핫셀 운반시스템에 대한 누설시험 방법은 ANSI 
N-14.5 및 ISO 170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적인 방법 중 비교적 예민한 민감도(10-9 



㎤/s)를 요구하는 용기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인 Evacuated envelope gas test 
method를 적용하였다. 그림 3-4-20과 같이 캐니스터 내부 공간에 regulator를 사용하여

시험압력으로 helium gas를 충진한 후 캐니스터를 누설시험장치의 chamber에 넣고

helium mass spectrometer를 가동하여 누설시험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수립하였다.
  일반 운반용기 핫셀 운반시스템에 대한 누설시험 방법 역시 Evacuated envelope gas 
test method를 적용하였다. 운반용기 내부 공간에 regulator를 사용하여 시험압력으로

helium gas를 충진한 후 운반용기 뚜껑에 누설시험을 위한 어댑터를 설치한 후 helium 
mass spectrometer의 inlet port와 연결하고 helium mass spectrometer를 가동하여 누설시험

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수립하였다.
  핫셀 운반시스템에 적재되어 운반되는 내용물 중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을 핫셀 운반시스템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서의 허용 누설률이

2.08×10-5 cm3/s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핫셀 운반시스템의 누설시험을

위한 기준 헬륨 누설률 평가는 핫셀 운반시스템에 적재되어 운반되는 내용물이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의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reference helium 
leak rate(Lhe)는 4.16 × 10-5 cm3/s로 평가되었다.
  뚜껑 회전형 및 Padirac 호환형 핫셀 운반시스템에 대한 누설시험을 Evacuated 
envelope gas test method으로 그림 3-4-21과 같이 수행하였으며, 헬륨 누설률(QHe)은 정상조

건에서의 허용 방출률인 10-6 A2/h를 적용하여 산출된 허용 누설률인 4.16 × 10-5 cm3/s
보다 낮은 2.3 × 10-5 cm3/s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상조건에서의 핫셀 운반시스템의 격

납 건전성은 유지되었다.

그림 3-4-20 누설시험

   

그림 3-4-21 누설시험

  나.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용기 개념 및 안전성 평가

   핫셀 운반용기는 B(U)F형 운반용기로 분류되며, B(U)F형 운반용기의 설계요건에

따라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임계, 차폐, 격납, 열 및 구조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1) 핫셀 운반용기 임계 평가

       운반용기의 임계 안전성 평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3-4-4], [3-4-5], [3-6]



    ○ 정상운반 및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운반용기의 유효증배계수는 95%의 신뢰수준

(Confidence Level)에서 95% 이상의 확률로 계산한 모든 편이(Bias)와 불확실도

(Uncertainty)를 고려하여 0.95를 초과할 수 없음.
    ○ 운반용기의 설계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보수적인 대표값

을 사용하고, 이로 인한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야 함.
  임계 실험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미임계 상한치는 0.9412이다. 핫셀용기의

최대 유효증배계수는 기준모델 (Reference Model)에 대한 해석결과 및 민감도 분석결과

도출된 편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정상운반 및 운반사고조건에서의 최대 유효증배

계수는 표 3-4-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각 0.0840과 0.5314이므로, 핫셀 운반용기는 미

임계 요건을 만족하였다.

표 3-4-14 임계안전성 평가결과

구 분
기준/요건

(미임계상한치 주1))
해석결과

최대 유효증배계수
검토결과

정상운반조건
0.9412

0.0840 만 족

운반사고조건 0.5314 만 족

주1) 표준 안전성 여유도 및 해석코드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효증배계수 제한치

  (2) 핫셀 운반용기 차폐 평가

      운반물 및 운반용기/차량에 대한 국내 원자력법 기술기준에 제시된 선량률 제한

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2mSv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시간당 10mSv를 초과

하지 아니할 것

   ○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을 거친후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

선량률이 시간당 10 mSv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핫셀 운반용기의 방사선원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PWR사용후핵연료 절

단봉(rod-cut)이고, 둘째는 Pyro 공정에서 나오는 공정폐기물(process waste)로 구분된다. 
이들 내용물중 일부 방사성물질이 핵종별 기준치 A1, A2 값보다 높은 방사능으로 포함

되어 있으므로, 핫셀 운반용기는 B형 운반물로 분류된다. 핫셀 운반용기에 장전되어 운

반될 선원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사용후핵연료 절단봉 : 20 kgU
   - 공정폐기물(process waste) :
     . 전해제련 공정폐기물:  Ceramic(Salt-EW) waste 14kg 
     . 전해환원 공정폐기물:  Ceramic(Salt-ER) waste 30kg 
     . Cs 공정폐기물: Cs+fly ash 6kg 



  핫셀 운반용기에 장전되어 운반될 선원항은 사용후핵연료 절단봉(rod-cut)과 다수의

공정폐기물(process waste)로 구분하여 해석모델링을 만들었다. 방사능 핵종별로 방출하

는 감마선과 중성자를 에너지별로 정리하여, 차폐해석은 MCNP5C코드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다.
  기술기준에 규정된 정상운반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최대 선량률 평가결과는 표 3-4-15
와 표 3-4-16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 모든 조건에서 선량률 제한요건을 충분히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셀 운반용기는 차폐해석에서 보수적인 가정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방사선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판단된다. 

Detector Tally
location

Dose rate (mSv/hr)

Fuel rod-cuts 20 kgU Ceramic waste Salt-EW 14kg

Surface 2 m distance Surface 2 m distance

Side center (Max.) 0.728 0.017   0.233 0.005  

Top    (Max.) 0.451 0.014   0.294 0.008   

Bottom (Max.) 0.571 0.012 0.810 0.012

* Allowable limit 2.0 0.1 2.0 0.1

표 3-4-15 정상운반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선량률

Detector Tally
location

Dose rate at 1 m distance (mSv/hr)

Fuel rod-cut 20 kgU Ceramic waste Salt-EW 14kg

Side center (Max.) 0.16 0.026

Top    (Max.) 0.12 0.028

Bottom (Max.) 0.14 0.012

* Allowable limit 10.0 10.0

표 3-4-16 운반사고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선량률

   (3) 핫셀 운반용기 격납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69호, IAEA Safety Standard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TS-R-1 및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Part 71에서는 정상운반

및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격납 관련요건에 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ⅰ)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시간당 A2 값

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ⅱ)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적량이 Kr-85에 대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A2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핫셀 운반용기의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격납해석을 수행하였다.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상운반조건 하에서 방사능 방출률(Radioactivity release 
rate)이 10-6․A2/hour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공기 기준 누설률(Reference 
air leakage rate) 인 5.23×10-5 ref․㎤/sec 또는 헬륨 기준 누설률(Reference helium leakage 
rate) 인 6.67×10-5 ref․㎤/sec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만족된다.
  격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사능량은 ORIGEN-2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20 kg에서 발생하는 29개의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의 총 방사

능량은 4.77×102 TBq(1.29×104 Ci)로 평가되었고, Cs + fly ash 4 kg에서 발생하는 3개의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9.29 TBq(2.51×102 Ci)로 평가되었으며, REFP 
ceramic waste 14 kg에서 발생하는 13개의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3.67×104 TBq(9.91×105 Ci)로 평가되었다.
  핫셀 운반용기는 운반사고조건 하에서 방사능 방출률(Radioactivity release rate)이
A2/week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공기 기준 누설률(Reference air leakage 
rate) 인 6.37×10-3 ref․㎤/sec 또는 헬륨 기준 누설률(Reference helium leakage rate) 인

6.68×10-3 ref․㎤/sec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만족된다. 
  핫셀 운반용기의 격납평가결과는 표 3-4-17가 같으며, O-ring의 사용으로 운반 동안

이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격납 요구사항들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구 분 허용 누설률 기준공기누설률 기준헬륨누설률

정상운반조건 2.08×10-5 ㎤/s 5.23×10-5
㎤/s 6.67×10-5 ㎤/s

운반사고조건 3.71×10-3 ㎤/s 6.37×10-3 ㎤/s 6.68×10-3 ㎤/s

표 3-4-17 핫셀 운반용기의 격납평가 결과

   (4) 핫셀 운반용기 열 평가

   핫셀 운반용기는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운반조

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정상운반조건에서는 운반용기

내부의 사용후핵연료 또는 공정폐기물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decay heat)을 외부로 적

절하게 방출시켜야 하며, 운반사고조건인 800 ℃ 화재조건에서는 외부 화염으로부터

유입되는 열을 적절히 차단하여 설계압력 유지 및 밀봉재, 차폐재 등 주요 부품의 허

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핫셀 운반용기는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세라믹 폐



기물(Salt-ER, Salt-EW)과 Cs+fly ash 등의 공정물질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운

반물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은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는 연소도 55 GWd/MtU, 초기농축도 4.5 wt%, 냉각기간 8년, 중량 20 kg을 기준으로 최

대 붕괴열이 32 W이다. 파이로 공정물질은 연소도 55 GWd/MtU, 초기농축도 4.5 wt%, 
냉각기간 10년인 연료를 기준으로 최대 붕괴열이 세라믹폐기물(Salt-ER) 14 kg을 기준

으로 92 W이다. 
법규에서 규정된 정상운반조건은 38 ℃의 고온조건과 -40 ℃의 저온조건으로 구분

되며, 고온조건에서는 최대 일사량을 적용하며, 저온조건에서는 일사량이 없는 조건이

다. 운반사고조건은 고온조건 하에서 800 ℃ 화재가 30분 동안 진행된 후 자연 냉각조

건이다. 정상운반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 내부의 운반 내용물로부터 발생

되는 최대 붕괴열을 고려하였다. 
  정상운반 및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열안전성 평가 결과를 표 3-4-18 및 표 3.4-19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핫셀 운반용기의 주요 부위의 온도가 안전운전

온도 및 제한온도 이내로 유지되어 운반용기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tem Analysis
result

Allowable
value Remark

 O-ring seal temperature
 Ceramic waste  
 Lead shield
 K-resin
 Cask surface temperature
 Maximum pressure 

50 ℃

110 ℃

59 ℃

58 ℃

61 ℃

100 kPa

250 ℃

330 ℃

327 ℃

150 ℃

85 ℃

700 kPa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표 3-4-18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열안전성 평가 결과

Item Analysis
result

Allowable
value Remark

 O-ring seal temperature
 Ceramic waste  
 Lead shield

215 ℃

160 ℃

139 ℃

250 ℃

330 ℃

327 ℃

Acceptable
Acceptable
Acceptable

표 3-4-19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열안전성 평가 결과

   (5) 핫셀 운반용기 구조평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69호에 제시된 일반 요건, 
정상 운반조건 및 운반 사고조건에 대한 건전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 운반



용기 안전성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상 및 사고운반 시험조건을 거친 후 방사성 기

체의 누설방지 및 방사능 차폐유지와 같은 운반용기의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방사성 기체누설과 차폐능 유지는 구조적 관점에서 직접적

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각 시험조건의 하중에 의해 발생한 격납경계와 차폐 구조물

의 응력평가를 통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 평가는 설계 및

해석관점에서 법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ASME section III division 
1[3-4-7]의 응력 분류와 응력한계를 참고로 하여 수행하였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일반 요건은 최소크기 요건, 재질, 볼트 및 플랜지의 설계, 
인양장치 및 결속장치의 설계 등이 있다. 정상 운반조건에는 적층, 각 방향의 자유낙

하, 1 m 관통, 압력, 감소외압, 증가외압 그리고 고온 및 저온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운반 사고조건에는 각 방향의 자유낙하, 1 m 파열, 화재 및 침수조건 등을 포함한

다. 특히, 운반 사고조건은 운반용기에 있어 가혹한 사고조건으로 9 m 자유낙하, 1 m 
파열 및 800℃에서 30분간 화재에 노출되는 순차적인 시험조건을 가정하고 있다. 핫셀

운반용기의 정상 및 운반 사고조건에 대한 구조 전산해석을 ABAQUS/Explicit 
6.7-1[3-4-8]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평가하였다. 
  정상운반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재질인 SA240 Type304의 일차막응력 은 138 

MPa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일차굽힘응력  는 207 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

다. 그리고 이차팽창응력 와 이차막응력과 굽힘응력을 더한   는 414 

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운반사고조건에서는 일차막응력 은 0.7Su 와

Sy+(1/3)(Su-Sy)중에서 큰 값인 504.7 MPa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일차굽힘응력

 는 648.9 MPa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4-20과 표 3-4-21은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이며, 
표의 결과에서 보듯이 운반용기는 모든 조건에서 기준요건을 만족하여 구조적 건전성

이 입증되었다.



조 건 기준요건 [MPa] 계산응력 [MPa]

 a. 고온(38℃) 138 13.39

 b. 저온(-40℃) 138 8.75

 c. 감소외압(24.5 kPa) 138 41.8

 d. 증가외압(140 kPa) 138 82.7

 e. 1.2 m 자유낙하

  general Type

- 바닥 수직낙하 414 360.72

- 뚜껑 수직낙하 414 328.51

- 수평낙하 414 314.07

- 뚜껑무게중심낙하 414 323.81

- 경사낙하(10°) 414 387.05

 f. 1.2 m 자유낙하

  slide Type

- 바닥 수직낙하 414 432.58

- 뚜껑 수직낙하 414 319.6

- 수평낙하 414 345.79

- 뚜껑무게중심낙하 414 328.55

- 경사낙하(10°) 414 388.63

 g. 1.2 m 자유낙하

  rotate Type

- 바닥 수직낙하 414 361.01

- 뚜껑 수직낙하 414 367.47

- 수평낙하 414 301.01

- 뚜껑무게중심낙하 414 323.75

- 경사낙하(10°) 414 392.86

 h. 관통

  general Type - 뚜껑 414 212.99

 i. 관통

  slide Type - 뚜껑 414 236.25

 j. 관통

  rotate Type
- 측면 414 294.28

- 뚜껑 414 270.19

표 3-4-20 정상운반조건에서의 구조해석 결과



조 건 기준요건 [MPa] 계산응력 [MPa]

 a. 9 m 자유낙하

 general Type

- 바닥 수직낙하 648.9 350.29
- 뚜껑 수직낙하 648.9 410.00
- 수평낙하 648.9 383.29
- 뚜껑무게중심낙하 648.9 314.80
- 경사낙하(10°) 648.9 399.60

 b. 9 m 자유낙하

 slide Type

- 바닥 수직낙하 648.9 429.21
- 뚜껑 수직낙하 648.9 489.72
- 수평낙하 648.9 378.86
- 뚜껑무게중심낙하 648.9 330.31
- 경사낙하(10°) 648.9 455.70

 c. 9 m 자유낙하

 rotate Type

- 바닥 수직낙하 648.9 354.37
- 뚜껑 수직낙하 648.9 404.28
- 수평낙하 648.9 414.13
- 뚜껑무게중심낙하 648.9 315.07
- 경사낙하(10°) 648.9 454.56

 d. 파열

 general Type
- 수평 648.9 287.52
- 뚜껑 648.9 283.68

 e. 파열

 slide Type
- 수평 648.9 283.99
- 뚜껑 648.9 506.62

 f. 파열

 rotate Type
- 수평 648.9 335.48
- 뚜껑 648.9 441.32

 g. 화재

- 용기본체 496.8 356.21
- 용기뚜껑 496.8 343.05
- 컨테이너 496.8 30.29

 h. 침수
- 뚜껑 504.7 76.48
- 본체 504.7 94.87

표 3-4-21 운반사고조건에서의 구조해석 결과

  다. 핫셀 운반용기 모델제작 및 안전성시험 평가

      안전성시험 평가의 목적은 운반용기가 법적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

단하고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전산해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에 있다. 1/2 축소모델을 사용하여 용기의 구조 및 격납건전성에 가장 큰 손상이 가

해진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낙하자세 및 화재조건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핫셀 운반용

기의 3종 뚜껑은 개폐 형식만 다를 뿐 본체와 체결되는 플랜지 형상 및 무게는 거의

유사하며 안전성 해석평가 결과 경향의 차이가 미미하여 본 시험평가에는 회전 개폐형

운반용기만을 고려하였다.



   (1) 안전성시험 모델 제작

      안전성시험 모델은 그림 3-3-22와 같은 1/2 축소모델이다. 이 시험모델은 실제 운

반용기의 각 방향의 길이 치수를 1/2로 축소한 모델로서 운반용기 본체, (회전형) 뚜껑, 
누설방지용 덮개 및 상, 하부 충격완충체로 구성된다. 운반용기 내부에는 그림

3-4-22(b)와 같은 캐니스터 축소모델이 내용물로 들어가게 되며 운반용기의 낙하자세에

따라 타겟면과 충돌하지 않는 쪽의 충격완충체는 부착하지 않았다. 부착하지 않은 충

격완충체의 중량의 영향은 낙하높이로 보상하였다. 시험모델의 제작 총중량은 580 kg
으로서 계산중량보다 30 kg 정도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 차이는 설계중량보다 무거운

내부 캐니스터의 무게에 기인한다. 핫셀 운반용기의 상, 하부 충격완충체는 철제봉과

너트로 서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용기에 고정되며 시험모델에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

였다.

(a) 핫셀 운반용기 본체 (b) 내부캐니스터 (c) 핫셀 운반용기와 완충체

그림 3-4-22 핫셀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모델 

   (2) 낙하 및 파열시험 평가

       9m 자유낙하 시험요건 및 1 m 파열시험요건에 따라 핫셀 운반용기의 낙하∙파

열시험을 수행하였다. 법규에서는 운반용기에 가장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낙하자세

로 낙하, 파열, 화재 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석을 통한 안전성평가에서

가장 큰 손상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두 가지 낙하자세에 대하여 9m 자유

낙하 시험을 수행한 후 동일 용기에 대하여 파열시험을 수행하였다.  

    (가) 시험방법

         ABAQUS를QU용한 전산해석 결과 핫셀 운반용기에 가장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낙하자세로 뚜껑측가장 중심낙하(Top COG drop)와 수평낙하(Horizontal drop), 
그리고 측면파열(side puncture)이 선 A다. 각각의 낙하자세를Q다음 그림 3-4-23에 도시

하였다. 
  낙하시험 시 용기는 9m 높이에서 선정된 낙하자세로 세팅된 후 unyielding target에



(a) COG 낙하자세 (b) 수평낙하자세 (c) 측면파열 자세

그림 3-4-23 핫셀 운반용기 낙하∙파열시험 자세

낙하하게 된다. 파열시험 시 용기는 1m 높이에서 파열봉 위로 낙하하게 된다. 
unyielding target 및 파열봉의 요건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낙하시험에는 한국원

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수송용기 시험시설(낙하타워, 타겟)이 이용되었다. 

    (나) 계측시스템

        낙하∙파열시험 시 운반용기의 각 부에서의 가속도 및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

한 시스템을 아래 그림 3-4-24와 같이 구축하였다. 데이터 측정시스템은 National 
Instruments에서 제작한 PXI 계열이며 가속도계 및 변형률계는 운반용기의 응답의 범위

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들 센서의 신호를 취득,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LabView S/W를 사용하여 데이터처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그림 3-4-24 낙하∙파열시험 데이터 취득 시스템

  두 낙하시험 및 파열시험에서 가속도계는 용기의 낙하방향으로의 강체운동에 대한

가속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변형률계는 가장 큰 변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설치하였다. 가속도계는 모든 시험에 2개씩 설치하였고 변형

률계는 COG 낙하에 8개, 수평낙하에 6개, 파열시험에 8개를 설치하였다.



    (다) 시험결과

         2009년 12월 14일, 16일, 21일 각각 COG 낙하, 수평낙하, 파열시험을 수행하

였다. 그림 3-4-25에 각 조건에서 낙하순간 촬영된 사진을 실었다. 시험모델 제작 후 실

시한 He 누설시험에서 ×  · 이었던 누설률이 COG 낙하 시험 후에는

×  · 로, 수평낙하∙파열시험 후에는 ×  ·   으로 측정되

어 허용누설률 ×  · 를 초과하지 않아 모든 조건하에 핫셀 운반용기의

격납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각 시험 후 용기 혹은 충격완충체가 변형된 형상

을 그림 3-4-26에 실었다. 
설치된 모든 가속도계 및 변형률계에서 100 kHz로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용기의 진동 및 응력파에 의한 신호를 제거하고 전기적 노이즈를 없애기 위하여 low 
pass filtering을 하였다. 여러 가지 차단주파수를 시험한 결과 300Hz의 차단주파수를 사

용하여도 용기의 주요한 거동을 모두 포함한 신호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시험에서 측정된 최대픀였다. 각 시험에서 표 3-4-22에 정리하였다.  포함한 신호 포봉

으로 직접 타격받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험에서 용기의 주요부위는 탄성변형을

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변형률 데이터에는 300Hz로 필터링하여도 진동 혹은 응력파

의 영향으로 보이는 신호가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4-27).  이상 낙하∙파

열시험 결과 핫셀 운반용기는 B(U)형 운반용기가 만족해야할 구조적 성능을 모두 만족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COG 낙하시험 (b) 수평낙하시험 (c) 파열시험

그림 3-4-25 낙하∙파열시험 impact 순간 

(a) COG 낙하시험 (b) 수평낙하시험 (c) 파열시험

그림 3-4-26 낙하∙파열시험 후 용기(완충체)의 변형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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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낙하∙파열시험 후 가속도 및 변형률 측정결과 (300Hz filtering)

COG 낙하 수평낙하 파열시험

최대가속도 170g 320g 90 g
최대변형률 4.5×10-4 5.0×10-4 5.0×10-3

비고
용기 낙하측면

축방향 압축변형

용기 낙하측면

반경방향 인장변형

파열봉 타격지점에

50 mm 이격 인장

표 3-4-22 낙하∙파열시험 가속도 및 변형률 데이터  

   (3) 열시험 평가

       열시험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 복사열이 있는 고요하고 정지된 주변온

도에서 운반용기를 800 ℃ 이상의 환경 하에서 30분 이상 노출시킨 후 자연 냉각시키

는 조건이다. 따라서, 열 시험 시간은 1/2 축소모델이 원형 운반용기가 800 ℃의 열 환

경 속에 30분 동안 노출될 경우 받게 되는 열인 118,410 J/kg과 동일한 열을 받는 시간

은 약 938초(15.6분)이므로 약 16분을 적용하였다.
  열 시험은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TS-G-1.1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험방법 중

furnace test 방법으로 방재시험연구원의 3.0 m × 4.0 m × 2.0 m 크기를 가진 furnace에

서 800 ℃ 이상의 화염 속에서 시험모델을 16분 이상 방치한 후 자연 냉각시키는 방법

으로 수행하였다.
  열시험 동안 측정된 furnace 내부의 평균 화염온도는 813 ℃로 측정되었다. 표 3-4-23
은 열 시험 후 측정된 시험모델의 최고온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4-28은 과도시

간에 따른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열 시험에서 시험모델의 최고온도는 화재시험을 시작한 시점에서 약 18분 경과한 후

상부 표면에서 682 ℃로 측정되었다. 핫셀 운반용기의 중성자 차폐체인 K-resin 부위에

서의 최고온도는 약 17분이 경과한 후 438 ℃로 측정되었으며, 상부 및 하부는 각각

346 ℃ 및 426 ℃로 측정되었다. 



  핫셀 운반용기의 intermediate-shell의 최고온도는 시험모델 상부에서 약 52분 경과한

후 112 ℃로 측정되었으며, inner-shell의 최고온도 역시 시험모델 상부에서 약 84분 경

과한 후 106 ℃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intermediate-shell과 inner-shell 사이의 감마선 차

폐체인 납의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감마선 차폐체의 건전성은 유

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 치
Temp.
(℃)

시간
(hr) 위 치

Temp.
(℃)

시간
(hr)

Surface

상 681.7 0.30
Inter
-shell

상 112.2 0.87

중 601.5 0.30 중 101.4 1.41

하 - - 하 104.7 0.96

K-resin

상 346.3 0.30
Inner
-shell

상 105.7 1.40

중 438.2 0.28 중 102.7 1.43

하 426.4 0.33 하 101.5 1.43

표 3-4-23 열 시험결과

   
0 20 40 60 80 100 12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Surface
 K-resin
 Inter-shell
 Inner-shell

Te
m

p(
°C

)

Time(min.)

그림 3-4-28 과도시간에 따른 온도

  라. 고방사성물질 핫셀 접속시스템 설계

   (1) 핫셀 수평 접속시스템 설계 및 구조안전성 평가

       다목적 핫셀 운반용기 3종 가운데 회전형 핫셀 운반용기의 접속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접속시스템은 회전형 개폐장치를 이용한 핫셀 접속시스템으로 개략도

를 그림 3-4-29에 나타내었다. 개발된 접속시스템은 4톤 중량 운반용기 취급가능 이송

대차(대차, 회전개폐장치, align 장치, 접속레일, 모터), 리어도어(원형리어도어, 지지로울

러) 및 운반용기 취급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접속시스템의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그림 3-4-30과 같이 제작성, 작동성을 검증하였다. 
  핫셀 접속시스템은 비정렬(misalignment) 상황시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정렬장치를

이송대차에 설치하였다. 고안된 정렬장치는 이송대차에 설치된 4개의 높이조절 레버이

다. 4개의 높이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안착된 운반용기의 접속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정렬을 위한 sliding 장치 및 높이조절 레버를 이용하여 6 자유도의 정렬을 수행할 수

있는데 6 자유도 및 구체적인 정렬방법은 표 3-4-24에 나타나 있다. 정렬장치에 의한

접속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렬시험을 수행하였다. 정렬시험은 4개의 레이저 포인터

를 이용하여 하나의 자유도에 대한 정렬방법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

다. 민감도는 매우 작은 값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정렬장치를 이용하여 이송대차 위

에 안착된 운반용기의 미세한 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발된 접속시

슽템은 정렬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운반용기의 Rolling, Pitching, Yawing으로 인한 접속

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



Yawing

Pitching
Rolling

Yawing

Pitching
Rolling

그림 3-4-29 핫셀 접속시스템 3차원 모델

(a) 이송대차 위 안착

  

(b) 리어도어로의 접근

  

 (c) 리어도어로 접속

그림 3-4-30 접속절차

DOF Alignment method Description

Position X
 Sliding device between transportation cart
 and package supporter

 

Position Y
 Forward or backward moving of transportation
 wheels

 

Position Z
 Upward and downward moving of package
 supporter by lever rotation

 

Orientation X  Independent control of forward or backward levers Rolling
Orientation Y  Independent control of right or left levers Pitching
Orientation Z  Asymmetric control of sliding device Yawing

표 3-4-24 6 자유도의 정렬방법

   (2) 핫셀 접속시스템 누설시험장치 계통구성 및 설계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핫셀 운반용기는 뚜껑을 효율적으로 개폐하고

동시에 내부 캐니스터 이송경로의 불연속부를 최소화하여 기존의 개폐방식보다 차폐성



능이 향상되어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ANSI 
N-14.5 및 ISO 170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인 evacuated envelope gas test 방법을

적용하여 핫셀 운반용기와 핫셀의 접속부에 해당하는 뚜껑 부위에 대한 누설시험계통을

그림 3-4-31과 같이 구성하였다. 
  또한, 핫셀 운반용기와 핫셀 접속부에 대한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인

Ir-192 30 Ci 및 60 Ci를 핫셀 운반용기 내부에 적재한 후 그림 3-4-32와 같이 차폐성

능시험을 수행하여 핫셀 운반용기의 방사능 차폐능 및 접속부에서의 방사선 누설을 평

가하였다. 시험결과 핫셀 운반용기와 핫셀 접속부에서의 방사선 측정결과 누설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핫셀 운반용기의 차폐능은 표 3-4-25와 같이 측정되어 이를 핫

셀 운반용기의 설계 방사능으로 환산할 경우 운반용기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한치 이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핫셀 운반용기 bottom 부위에 내부 캐니스

터 밀대 접속을 위한 port 부분이 제한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차폐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3-4-31 누설시험 계통

  

그림 3-4-32 접속부 차폐능검사

30 Ci 60 Ci
BKG

표면 10 cm 1 m 표면 10 cm 1 m
뚜 껑 36 47 7 85 71 8 0.3
상 부 59 44 5 100 66 6 0.5
중앙부 51 49 2 110 72 4 0.4
하 부 103 22 11 371 38 25 0.3
바 닥 1547 681 58 3114 1109 124 0.2

표 3-4-25 핫셀 운반용기 차폐능 및 접속부 방사선누설시험결과 (Unit : μSv)

3.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저장 방안분석 및 저장방식 선정

  가.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 설계기준 검토

   (1) 공정물질 저장시설 인허가 요건 검토

    (가) 저장시설관련 법규



     방사성물질의 저장과 관련한 국내규정은 없으며, 방사성물질의 사용 및 취급

과 관련한 법으로는 원자력법이 있다.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는 원자력법 제57
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기준”은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 제 76조에

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

며, “허가기준”은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방사성물질의 저장과 관련한 해외규정으로는 IAEA Safety Series No. 116, US 10 
CFR Part 72 등이 있으며 표준으로는 ANSI/ANS-57.9 등이 있다. IAEA Safety Series 
No. 116은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의 설계"라는 제목 하에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US 10 CFR Part 72는 ”사용후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독립저장시설에 대한

인허가 요건“이라는 제목처럼 인허가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12개의

Subpart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성물질의 사용 및 취급과 관련한 법규로는 “부산물의 사용 및 취급을 위한 인허

가”를 규정하고 있는 US 10 CFR Part 30과 “특수 핵물질의 사용 및 취급을 위한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US 10 CFR Part 70이 있다.
  미국의 NRC에서는 GNEP과 연계된 방사성물질의 저장관련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규를 적용할 예정임이다

    - 사용후핵연료 : US 10 CFR Part 72
    - 고준위폐기물 : US 10 CFR Part 70/72
    - Cs/Sr and non-TRU : US 10 CFR Part 30 or US 10 CFR Part 70/72

    (나) 저장시설 인허가요건 검토

     IAEA Safety Series No. 116, 10 CFR Part 72 및 ANSI/ANS-57.9 등에서는 기

술기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표 3-4-26과 같이 정성적인 내용만 기술하고 있다. 
  10 CFR Part 72에서는 인허가요건 사항 중 128항에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기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계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계통 및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방사성폐기

물을 함유 또는 취급하는 계통은 정상운전과 사고 시 적절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감시 및 시험능력,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

시 방사선방어를 위한 적절한 차폐능력, 격납계통과 격납구조, 안전의 중요도에 적합한

신뢰성과 시험능력을 구비한 열 제거기능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 방안”을

설계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Pyro-process를 통해 생성되는 공정물질로는 U-metal, Ceramic, TRU 및 고준위폐기물

등으로 구분됨.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감손우라늄 가공 후 발생되는 감손우라늄 칩을 저

장하기 위해 2007년 국내 원자력법 57조에 따라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인허가를 받았

다. 따라서, U-metal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 역시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인허가를

받아 저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AEA S․S  No.116 10 CFR Part 72 ANSI/ANS-57.9

핵임계
최소 5%의 미임계 여유
도를 유지

데이터의 불확도를 고려
한 핵임계 안전 여유도
포함

미임계를 유지하여야 하
며, 충분한 안전요소 고려

방사선 ALARA원칙을 준수
관리구역 외부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는 전신 25, 
갑상선 75, 기타 25 mrem

ALARA원칙을 준수

격 납
저장동안 연료의 손상을
방지

사용후연료가 안전성 문
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설
계

다중방벽 개념을 도입하
여 격납기능 유지

열
구조물의 건전성 유지 및
연료저장 온도를 제어하
기 위해 잔열제거 보장

안전 중요성과 일관되는
시험성 및 신뢰성을 갖는
열 제거 능력을 보유

핵연료 피복관을 허용온
도 내에서 유지할 수 있
는 열 제거 능력

재 질
차폐, 격납을 고려한 적절
한 재질 사용

화재, 폭발조건하에서 안
전을 유지할 수 있는 재
질

수명기간동안 방사선 누
적효과를 견딜 수 있는
재질

표 3-4-26 저장시설 인허가 요건

   (2) 공정물질 저장시설 설계기준 검토

    (가) 공정물질 임시저장관련 방안

     Pyro-process를 통해 생성되는 공정물질을 임시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을 개

발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의 폐기물 저장시설인 HABOG를 분석하고, Pyro-process 공정물

질 임시저장시설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폐기물 저장시설인 HABOG는 고준위폐기물과 저준위폐기물을 함께 저장

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고준위폐기물 저장방식은 vault 방식을 적용하고 그림

3-4-33과 같이 해외 저장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동 열 제거시스템을 설계하여

고준위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냉각시키고 있으며, 중․저준위 폐기물은 그림

3-4-34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을 하고 있다.

 

그림 3-4-33 HABOG 단면도

  

그림 3-4-34 HABOG Lay-out

  Pyro-process를 통해 생성되는 공정물질을 임시저장하기 위해 이들을 저장시설까지



운반하기 위한 핫셀 운반용기 및 캐니스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Cask 인수구역․사용후핵

연료 및 고준위 폐기물 저장구역․중준위폐기물 저장구역․저준위폐기물 저장구역․폐기물

재포장 및 컨디셔닝 구역, docking system 및 피동 냉각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그림

3-4-35와 같이 임시저장시설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나) Pyro-process 공정물질 저장시설의 저장 캐니스터 개념정립

    방사성물질 저장관련 규정들에서는 다중방벽 개념을 도입하여 격납기능을 유

지토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물질 저장을 위한 캐니스터는 사고 시에도 격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 격납 구조”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캐니스터는 공정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Type-Ⅰ 및 Type-Ⅱ 단위 운반 캐니스터는 3단씩, 
Type-Ⅲ 및 Type-Ⅳ 단위 운반 캐니스터는 5단씩 저장할 수 있도록 그림 3-4-36과 같이

4 가지 형태로 개념을 정립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3-4-35 임시저장시설 개념도

        

그림 3-4-36 저장 캐니스터

  
나.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방안 분석

   (1) 공정물질 밀봉포장 및 저장방식별 핵물질 적용방안 분석

    (가) 공정물질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분류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로는 Uranium metal, TRU metal, 
Metal waste, Ceramic waste(REFP), Ceramic waste(AMPF), Cs+fly ash, Tc+calcium filter, 
I+Zeolite 및 Vitrified waste(dirty scrap)이 있다. 
  이들을 IAEA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에서 방사능준위 및 열 발생률에 따라 분류하면

표 3-4-27와 같이 TRU metal, Ceramic waste(REFP), Ceramic waste(AMPF) 및 Cs+fly ash
는 고같이 TR로 분류되고, Uranium metal, Metal waste, Tc+calcium filter 및 I+Zeolite는

중와 같이 TR로 분류되며, Vitrified waste(dirty scrap)은 방사능준위에 따르면 중․저준위



폐기물로 열 발생률에 따르면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된다.

공정물질 종류
치 수

(mm)
체 적

(m3)
붕괴 열

(kW/m3)
방사능

(TBq/m3)
폐기물 분류

열 방사능

Uranium metal Φ225x900L 3.58E-02 1.29E-03 3.69E+00 LILW LILW

TRU metal Φ100x150L 1.18E-03 5.23E+02 5.03E+06 HLW HLW

Metal waste Φ225x900L 3.58E-02 8.47E-02 6.36E+02 LILW LILW

Ceramic waste(REFP) Φ350x900L 8.65E-02 4.15E+00 5.56E+04 HLW HLW

Ceramic waste(AMFP) Φ180x450L 1.14E-02 2.06E+01 1.65E+05 HLW HLW

Vitrified waste(dirty scrap) Φ180x450L 1.14E-02 3.17E+00 2.72E+04 HLW LILW

Cs+fly ash Φ350x900L 8.65E-02 5.94E+00 1.26E+05 HLW HLW

Tc + calcium filter Φ350x450L 4.33E-02 1.57E-01 1.41E+03 LILW LILW

I + Zeolite Φ180x450L 1.14E-02 4.29E-06 3.39E-01 LILW LILW

표 3-4-27 Pyro-processing 공정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분류

    (나) 공정물질 밀봉포장 및 저장방식별 핵물질 적용방안 분석

     고방열성 공정 폐기물 단위 운반 캐니스터를 저장 캐니스터에 저장 시 붕괴

열은 TRU metal은 3.0 kW, Ceramic Waste(REFP)는 2.0 kW, Ceramic Waste (AMFP)는
2.7 kW로 그리고 Cs+fly ash는 1.3 kW로 저장시스템에 적용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1 
Ass'y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인 약 1 kW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고방열성 공정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피동 열 제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

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개발된 저장방식으로는 Vault, Silo(수직형, 수평형) 및

Cask(금속, 콘크리트) 방식이 있다. Vault 방식은 냉각효율은 우수하지만 고비용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수평 Silo 방식은 비용이 저렴하고 용량 확장이 용이하지만 냉각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금속 Cask 방식은 용량 확장이 용이하고 구조적 건전성

이 우수하며, 정책적 유연성이 우수하지만 내부 사용후핵연료의 온도가 비교적 높으며

고비용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콘크리트 Cask 방식은 용량 확장이 용이하고, 근거리 운

반이 가능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 건전성(테러)에 다소 취약한

단점이 있어 대체 재질인 metal 콘크리트(Ducrete) 또는 heavy 콘크리트 등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방식 중 냉각효율이 좋지 않은 금속용기방식과 Silo 방식을 제외하

고 비교적 피동 열 제거 효율이 우수한 Vault 방식과 콘크리트 Cask 방식에 대해

Pyro-process 공정 폐기물의 저장용량 평가 및 logistics 분석에서 도출된 ESPF 임시저장

시설의 최대 누적 캐니스터의 수량을 기준으로 저장 소요면적을 산출하였다.
  표 3-4-28은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을 Vault 방식에 저장할 때 산



출된 최소 소요면적이다. 고방열성 공정 폐기물의 경우 저장 캐니스터와 캐니스터 사

이의 간극은 GEC ALSTORM사에서 고리 발전소에 MVDS를 적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하기 위해 설계한 개념 설계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100 mm로 적용하였으며, 고방

열성이 아닌 공정 폐기물의 경우는 50 mm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공정 폐기물을

Vault 방식에 저장할 때 산출된 최소 소요면적을 토대로 설정한 Vault 방식의 소요면적

은 약 243 ㎡으로 그림 3-4-37과 같으며, 그림 3-4-38은 개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물질 종류
캐니스터

종류

최대누적

캐니스터

수량

저장 캐니스터
간극 배열

최소

소요면적

(넓이x길이)수량 면적

Uranium metal Type-Ⅲ 131 44 330×330 50 7×7 3290×3290

TRU metal Type-Ⅰ 123 25 210×210 100 13×2 5140×1200

Metal waste Type-Ⅲ 91 31 330×330 50 7×5 3290×2530

Ceramic waste(REFP) Type-Ⅲ 224 75 470×470 100 8×10 5140×6280

Ceramic waste(AMFP) Type-Ⅱ 149 30 280×280 100 12×3 5140×1720

Vitrified waste(dirty scrap) Type-Ⅲ 38 8 260×260 50 8×1 5140×2290

Cs+fly ash Type-Ⅲ 72 24 470×470 100 8×3 3130×4630

Tc + calcium filter Type-Ⅳ 109 37 450×450 50 5×8 3130×1560

I + Zeolite Type-Ⅱ 105 21 260×260 50 8×3 2940×1265

표 3-4-28 Vault 방식의 저장 소요면적

그림 3-4-37 Vault 방식의 소요면적 그림 3-4-38 Vault 방식의 개요도 

  콘크리트 저장용기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24 다발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HI-STORM 100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면적을 산출하였다. 콘크리트 저장용기의 경우

콘크리트의 허용온도가 건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HI-STORM 100 콘크리트 저장

용기의 붕괴열 기준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1 Ass'y 당 1 kW를 적용하여 약 24 kW 
정도이다. 콘크리트 저장용기의 직경은 약 3400 mm이고, 캐니스터의 직경은 약 1700 
mm이며, 콘크리트 차폐체의 두께는 약 700 mm이다.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



정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붕괴열 기준도 24 kW가 넘지 않도록 하고 차폐체의 두께

는 700 mm를 적용하여 소요면적을 산출하였으며, 표 3-4-29는 Pyro-processing에서 발생

하는 공정 폐기물을 콘크리트 저장용기 방식에 저장할 때 산출된 최소 소요면적이며, 
콘크리트 저장용기 방식의 소요면적은 약 673.4 ㎡으로 평가되었다.

공정물질 종류 캐니스터
종류

최대누적
캐니스터
수량

저장
캐니스터

수량

콘크리트
저장용기 최소

소요면적
(넓이x길이)캐니스터

적재
수량

Uranium metal Type-Ⅲ 131 44 10 5 18200×3700

TRU metal Type-Ⅰ 123 25 14 2 7400×3700

Metal waste Type-Ⅲ 91 31 10 4 14600×3700

Ceramic waste(REFP) Type-Ⅲ 224 75 4 19 18200×14800

Ceramic waste(AMFP) Type-Ⅱ 149 30 10 3 11000×3700

Vitrified waste(dirty scrap) Type-Ⅲ 38 8 14 1 3800×3700

Cs+fly ash Type-Ⅲ 72 24 4 6 21800×3700

Tc + calcium filter Type-Ⅳ 109 37 5 8 29000×3700

I + Zeolite Type-Ⅱ 105 21 14 2 7400×3700

표 3-4-29 콘크리트 저장용기 방식의 저장 소요면적

   (2) 공정물질 임시저장 캐니스터 사고조건 시나리오 분석

    (가) 타 임시저장시설의 캐니스터 사고조건 조사

     ① HABOG(네델란드)의 사고조건을 고려한 낙하해석

  HABOG의 캐니스터 낙하해석은 rigid surface에 낙하하는 3개의 경우, shock 
absorber에 낙하하는 2개의 경우에 대해 낙하해석을 수행하였다. 
  임시저장용기가 바닥으로 수직자세로 낙하하는 경우, 모서리로 낙하하는 경우, 수평

자세로 낙하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의 낙하높이가 모두 다르며, 이는 용기를 임시저

장시설에서 취급하는 시나리오에 의하여 정해졌다. 
  저장용기가 저장 실린더 내로 낙하하는 경우, 저장용기 1단이 실린더 바닥에 적재된

상태에서 그 위로 다른 저장용기가 낙하하는 경우가 있으며, 저장 실린더의 바닥은 충

격완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② INEEL의 Fact sheet
  저장을 위해서 DOE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기 적재하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하는 동안 INEEL은 DOE를 위한 표준화된 사용후핵연료 캐니스터를 개발하였다. 이러

한 캐니스터는 중간저장과 수송 및 저장의 조작에서 연료의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되었다

  잠재적인 낙하나 갑작스런 충돌에 의한 캐니스터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캐니스터의 설계는 에너지흡수 보강재를 채용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방사성

물질이나 페기물을 격납하는 캐니스터의 뚜껑이나 쉘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격에 변형

된다. 내구적이며 튼튼한 캐니스터는 작업하중이나 사고낙하 시 손상이나 내용물의 유

실 등을 없이 충분히 견elf 수 있다. 
  전반적인 캐니스터의 건전성은 다양한 충격각도에서의 여러 번의 낙하와 헬륨누설시험

을 통하여 증명됨. 시험결과는 10-7 cm3/s이하의 누설률을 가진 격납으로 증명하였으며, 
안전기준을 구성하는 연속적인 표본사건 구조를 제시함. 여기에는 캐니스터 낙하사고, 
화재사고, 고장사고 등이 포함되었다.

    (나) 임시저장 캐니스터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

     ① 임시저장 캐니스터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

      ○ 설계기준사건해석

   NRC는 DOE에 저장전 폐쇄작업(Repository Preclosure Operations) 시에 일반인

과 환경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설계기준사건(Design Basis Events)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

고 있다. 설계기준사건해석은 국가저장설계와 연료의 수납과 취급 시에 안전성을 보장

하는 관리 및 조작상의 제어수립을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설계기준사

건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설계요건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조건을 포함한 사고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고의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설계기준사건해석은 유사한 특성으로 사

용후핵연료를 분류하므로써 경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자연재앙이나 분명한 사

고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며, 개인 안전을 증가시키고 설계

요건을 개발하여 사용후핵연료 취급경비를 최소화하게 해준다.

      ○ 원자력안전설계기준 지침 (Nuclear Safety Design Basis Requirements)
   원자력안전설계기준 지침에서는 안전설계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주요 기준에는 낙하, 충격, 타격 등에 대해 구조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인

측면과 화재 시 건전성, 열 성능을 유지하고, 대류를 통한 사고방지 등의 열적인 측면, 
그리고 임계안전성, 격납유지,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성 유지 측면 등이 있다. 또한 이

를 위해 원형시험 및 데이터 취득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나리오 번호 대상 객체 물리적인 조건

3, 4, 5, 6, 7, 8 Canister 낙하, 충격, 타격(slapdown)

9, 11, 12, 13, 14 Canister Seal 압력, 격납

1, 2, 14 Canister 화재사고

10, 15 Overpack System 열 성능

7, 8, 12 Concrete Over-pack 낙하, 충격, 타격

1, 2 Concrete Over-pack 화재사고

10, 15 Concrete Over-pack 열 성능

7, 8, 12 Metal Over-pack 낙하, 충격, 타격

1, 2 Metal Over-pack 화재사고

10, 15 Metal Over-pack 열 성능

표 3-4-30 ITS 구조, 시스템, 부품에 대한 원형시험 및 데이터 취득 방법

       ※ ITS: Important To Safety

  다.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시설 비교평가 및 선정

   (1) 공정물질의 임시저장시설 방식별 비교평가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의 저장방식은 크게 볼트방식, 콘크리트 모듈

방식, 콘크리트 용기 및 금속용기방식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4개 저장방식에 대한 특

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볼트 저장방식은 독립 건물 내에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시설계

통은 사용후연료 저장 콘테이너를 포함한 저장계통, 연료 취급계통, 구조설비 계통, 공

정설비 및 보조계통, 기타 특수 장비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고방열성

핵종을 포함한 고준위폐기물의 저장시설은 vault 저장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Hanford Site에서 운용준인 CBS(Canister Storage Building) 역시 볼트저장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 
  볼트저장 시설의 열제거 방식은 자연대류 방식이며, 냉각효율이 우수하여 단기냉각

연료 또는 고방열성 핵종의 저장이 가능하고 방사선 준위를 낮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독립적인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및 건물 내 각종 유틸리티 설비가 필요하

여 비용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 저장용량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듈방식의 일종인 NUHOMS 방식은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캐

니스터를 수평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서 캐니스터에 사용후연료를 적재한 후 밀봉시키

도록 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모듈식으로 증설이 가능하며, 캐니스터 내의 사용후연료

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은 캐니스터와 콘크리트 모듈 사이에 자연대류 냉각방식을 통



하여 제거된다. 이 방식은 주로 PWR 및 BWR 핵연료집합체의 건식저장에 사용되고 있

다.
  콘크리트 저장용기 방식은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된 캐니스터에 담아 사일로 형

태의 수직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밀봉 저장하는 방식이다. 콘크리트 온도와 사용

후연료 피복관의 온도를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사일로의 상․하단

에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여 공기 순환에 의한 자연냉각방식을 사용한다. 콘
크리트 저장용기 방식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에 널리 사용된다.
  금속 저장용기 방식은 수송․저장 겸용용기 방식으로 개발되는 추세이며, 별도의 운

반용기가 필요 없어 임시 저장하였다가 다른 저장소 또는 처분장으로 이동할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다. 금속용기 방식은 구조적 건전성 측면에서는 콘크리트 용기방식에

비하여 유리하나 제작비가 다소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2) 공정물질 임시저장시스템 선정

       볼트, 콘크리트 모듈, 콘크리트 및 금속 저장용기 방식 등으로 분류되는 4가지

저장방식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표 3-4-31은 4가지 저장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

여 나타내고 있다. 
  볼트방식은 냉각효율이 좋은 장점이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의 저장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볼트방식은 건물과 부대시설이 필요하여

소규모의 저장량에는 비경제적이나 대규모 저장에서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 
  모듈방식은 운반 연계성 측면에서 불리하며,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실

적은 많지만 고준폐기물의 적용 사례는 없다. 콘크리트 용기방식은 운반 연계성 등 유

연성 측면에서 불리하나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널리 사용

된다. 금속 겸용용기 방식은 세계 각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수송

저장겸용에 대한 장점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금속용기의 경우 밀폐 공간내의 자연대류 방식이므로 냉각효율이 떨어진다.  
  파이로 공정물질의 소규모 저장인 경우에는 안전성과 수송저장 겸용의 장점을 갖는

금속저장용기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ESPF 및 KARP 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규

모의 공정물질을 고려하여 냉각효율성, 차폐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볼트방식을 공정물질의 임시저장방식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Cs, Sr 등 고방사성물질은

붕괴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으므로 냉각효율성 및 차폐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 분 장 점 단 점

볼트방식

(MVDS)

o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률이

낮음

o냉각효율 우수(차폐벽 두께가

냉각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재처리폐기물 등 고준위폐기물

의 적용 사례가 많음

o 부대시설이 필요함

o 고비용 (소규모 저장)

콘크리트

모듈방식

(NUHOMS)

o 용량 확장성이 아주 좋음

o 이동설치 용이

o 저비용

o SF 적용사례가 많음

o냉각효율이 떨어짐

o콘크리트의 장기 건전성에 문

제있음(고온)

o 운반 연계성, 유연성

o 고준위폐기물 적용사례가 없음

콘크리트

용기

o 용량 확장성이 좋음

o 용기 제작 비용이 저렴

o 부지내 운반 가능

o콘크리트 열전도도가 낮음

o 장기저장시 콘크리트 건전성

문제가 발생

o 운반 연계성

금속용기

o 실증된 기술 (경험풍부)

o 용량 확장성이 아주 좋음

o 수송저장 겸용 가능

(중간저장 시 유리)

o 고비용(대량 저장에 불리)

o냉각효율이 좋지 않음

표 3-4-31 저장방식별 장단점 비교

   (3) 저장 캐니스터 표준화 요건 수립

    ① 캐니스터의 요건 (requirement)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저장 캐니스터의 요건은 공정물질의 장기저장 관점

에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에서는 공정물질의 최종 처분(disposal) 시 waste 
acceptance criteria(WAC)를 고려하여 캐니스터의 요건을 수립하고 있으나, 처분에 관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른 국가의 경험 및 최선의 가정에 기반하여 요건을 수립

해야 한다. 캐니스터에 저장될 공정물질 혹은 Waste Form의 요건과 더불어 캐니스터가

일반적으로 만족해야할 요건으로 외부선량률, 화학적안정성, 열방출률, 내충격성능, 내

열성능, 임계안전성, 가스생성, 제염특성, 장기저장특성 등에 관한 요건이 제시된다. 미

국의 경우 10CFR 60에 Waste Form 및 캐니스터의 요건에 관한 법규가 제시되어 있다. 

    ② 캐니스터의 표준화 (standardization)
       Pyro-process로 생성되는 다양한 공정물질 임시저장 캐니스터를 표준화함으로써

캐니스터의 포장, 운반 및 취급과 관련된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캐니스터의 표준화에

따라 공정시설 내 장비의 레이아웃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은 신중하게 선정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캐니스터의 치수 및 형상, 최대중량, 인양/취급도구, 포장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요건은 시설운영 및 공정물질 저장의 경제성, 안전

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③ 해외 사례

       프랑스의 AREVA는 유리고화체 캐니스터(UC-V)와 고체폐기물 캐니스터(UC-C)
에 표준화된 형상 및 치수를 사용함으로써 이들 캐니스터의 취급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 그림 3-4-39 및 표 3-4-32에 UC-V, UC-C 캐니스터의 형상 및 요건을 정리하였다. 
이외 독일의 VEK 유리고화체 캐니스터도 표준화된 형상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

다.

  

그림 3-4-39 표준화된 캐니스터의 예 (UC)

   
14000 Gy/h65 Gy/hg dose rate at surface

1750 W40 WDecay heat

140 TBq1a activity of actinides

NA160 TBqb activity of activation 
product

22500 TBq67 TBqb activity of fission 
product

430 mmOverall diameter

1338 mmOverall height

500 kg700 kgTotal mass

UC-VUC-CParameter

14000 Gy/h65 Gy/hg dose rate at surface

1750 W40 WDecay heat

140 TBq1a activity of actinides

NA160 TBqb activity of activation 
product

22500 TBq67 TBqb activity of fission 
product

430 mmOverall diameter

1338 mmOverall height

500 kg700 kgTotal mass

UC-VUC-CParameter

표 3-4-32 Universal canister 요건

제 5 절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기술

1.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구축

  가. 사용후핵연료 특성자료 DB

   국내 적용 가능한 최적 핵연료주기의 도출을 위해서는 후보주기의 우위 판단을 위

한 평가지표를 생산하여야 하며, 일부 평가지표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성 및 붕괴열량

등과 같은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1차년도에는 핵연료주기 분석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특성치의 생산시스템을 개념설계하고,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

초자료를 수집․분석 및 정리하여, 일부 전산모듈을 개발하였으며, 2차/3년도에는 사용

후핵연료의 특성자료에 대하여 사용후핵연료 특성치의 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뮬레

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수학적 단순 회귀식 모델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하였

다.

사용후핵연료 특성 DB는 그림 3-5-1의 구성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기초정보 DB 및 노물리 변수 DB를 갖고 있으며,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기초정보를 이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 내에서 방출 혹은 저

장시설에서 임의기간동안 냉각되었을 때, 핵연료주기 분석시 정량화지표에 필요한 특

성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3-5-1 핵주기 분석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특성자료 생산시스템 구성도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해석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조건별(냉각기간, 또

는 핵연료 타입별)로 단일집합체, 또는 배치별로 그룹을 지정해 주면 이를 조건검색하

여 ‘사용후핵연료 기초정보 DB’로부터 해당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를 불러오고, ‘사용후

핵연료 기초정보 DB’의 Fuel Type에서 지정하는 Indicator를 인식하여 ‘노물리 변수

DB’로 접근하여 Fuel Type Indicator에 해당하는(핵연료 타입에 맞는) 노물리 변수를

불러와 해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회귀식을 이용하여 핵연료주기 분석 시 정량화지표에 필요한 특성자료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필요한 특성자

료로는 핵종량, 방사능, 붕괴열, 위해도 등을 들 수 있으며, 핵종량에 대해서는 회귀식

을 통한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필요시마다 실시간으로 위에서 언급한 특성치의 생산시

스템을 이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붕괴열, 방사능, 위해도에 대해서는 회귀식을 통해

서도 자료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련식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회귀식은 기본적으로 아래

식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붕괴열⋅방사능⋅위해도 등이 변화하는 특성을 보면, 냉각

기간에 따른 변화형태가 기본적으로 같고, 방출연소도에 따른 절대값만 다르므로 기본

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α에 방출연소도를 고려하여 보정하는 값인 β×γ 값을 더해줌

(때로는 빼줌)으로써 방출연소도 및 냉각기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치를 생산한

다. 아래의 식에서 Value는 붕괴열, 방사능, 위해도 등이 될 수 있다.

Value =α + β×γ

회귀식은 1~106년까지의 냉각기간을 대상으로 연소도 및 냉각기간의 함수로 도출

하였음. 1~106년까지의 냉각기간 전체를 하나의 회귀식으로 도출하면 회귀식이 냉각기

간에 따른 값을 잘 추적하지 못하므로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세 개의 냉각기간, 즉 1~



30년, 30~300년, 300~106년에 대하여 각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그림 3.5.2 - 3.5.4는 각

각 붕괴열, 방사능, 위해도에 대한 회귀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2 방사능에 대한 회귀식과 ORIGEN-ARP 결과값 비교

그림 3-5-3 방사능에 대한 회귀식과 ORIGEN-ARP 결과값 비교

그림 3-5-4 섭취위해도에 대한 회귀식과 ORIGEN-ARP 결과값 비교



   또한, 개발된 ‘SF 특성 DB’를 활용하여 SF 발생물량, 설계제원 장전핵연료 농축도,

방출연소도 등을 분석하여 파이로 시설의 기준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였다, 즉, 초기농

축도 4.5%, 연소도 55 GWd/tU을 갖는 16x16 핵연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도별 발생량(집합체 개수)/누적율 결과화면 연도별 발생량(핵연료 질량)/누적율 결과화면

그림 3-5-5 현재 및 향후 가동 원자로에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 추이

초기농축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개수) 초기농축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질량)

그림 3-5-6 장전핵연료 초기농축도에 따른 발생 사용후핵연료 점유현황

나. 핵주기공정/환경영향(폐기물발생량) DB

여러 핵연료주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의 자료를 문헌을 통하여 수

집·분석하여 '폐기물발생량 DB'를 구축하였다. 그림 3-5-7은 당해 연도에 본 과제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한 '폐기물발생량 DB'를 보여주고 있다.

파이로, PUREX, COEX, NEXT 공정과 같은 선진 처리시설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건식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 발생량의 자료는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기술 개발’ 과제의 세부과제인 ‘선진핵주

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과제에서 생산된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파이로 건



식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핵연료 피복관 및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이 주성분인 금속폐기물, 고온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폐기물, 금속전환에 사

용된 LiCl 용융염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융염폐기물 I, LiCl-KCL 공용융염의 정제

로부터 발생하는 용융염폐기물 II 등 크게 4종의 폐기물로 분류하여 DB에 삽입하였다.

폐기물 데이터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처리용량단위로 정규화하였다.

그림 3-5-7 각종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 DB

  다. 핵연료주기 단위비용 DB

핵연료주기의 단위비용에 대해서는 우라늄의 채광 및 정련에서부터 SF의 중간저

장 및 재처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 핵연료주기 구성요소들에 대한

비용자료를 수집ㆍ분석한 후 DB화하였다. 또한,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가격, 단위 등에

대해서 정규화하여 비용 DB 테이블에 저장, DB로 구축하였음고, 정규화는 가격기준연

도와 용량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비용자료는 OECD/NEA,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내외의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발행된 문헌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아래의 그림 3-5-8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DB에 핵

연료주기 비용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DB 테이블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8 핵연료주기 단위비용 DB



2.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모델 개발

가.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1) 평가 지표의 내용 및 선정 방법

       평가지표를 위하여 여러 평가지표를 포괄하는 개념인 지속가능성을 최상위 목

표로 선정하였다. 핵주기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주기준과 요건 및 지표

로 구분하였다. (주기준 ⇒ 평가요건 ⇒ 평가지표)

먼저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와 자료의 분석을 통해 기준 평가지표

(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해 원자력 분야 전문가와 일반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으

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안)에 대한 수정, 보완 및 중요도 구분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기준 평가지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통합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주 연구 목적이 핵주기시스템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수립에 있으므로 평

가지표의 내용에 중점을 두었고, 각 지표의 가중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근거로 각 지표별 중요도를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종 평가지표

(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였다. 본 연구프로세스와 각 연구단계별 중간결과와의 상관

관계는 다음 그림 3-5-9에 나타내었다.

그림 3-5-9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연구프로세스 및 단계별 결과

    (2) 핵주기 분석을 위한 기준 평가지표(안) 및 설문조사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INPRO 지속성 평가 방법론, GEN IV 시

스템 평가 [3-5-1], 원자력 및 타 발전원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ILK 보고서 [3-5-2],

OECD/NEA 지속가능성 평가 [3-5-3], ISD-RW [3-5-4] 등)와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핵주기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기준안을 도출하였다. 주기준은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와

같이 경제성, 환경영향, 사회성을 주된 요소로 하되 핵주기의 안전성과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독립하여 평가지표(안)을 도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는 모두 25명으로 원자력 관련 분야 종사자 20명, 비원자력분야 또는 일

반인 5명임. 원자력분야의 경우 산업체는 중공업, 설계, 핵연료, 컨설팅 관련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에는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부설기관의 종사자가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연구소에는 규제기관과 원자력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는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비원자력의 경우는 산



업체분야로 방재관련 협회가 참여하였고, 대학, 중앙부처 공무원 등으로 응답자가 구성

되어 있다.

주기준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중요도에 대한 의견조사 및 주기준의 추가 또는 보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응답자가 경제성, 환경영향, 기술성/안전성, 사회성이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래 그림 3-5-10는 설문

조사 결과(예)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분야 전체의 주기준 우선순위

비원자력분야 전체의 주기준

우선순위
환경영향분야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원자력)

경제성분야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원자력)

경제성분야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비원자력)

기술 및 안전성 분야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원자력)

그림 3-5-10 설문조사 결과 (예)

(3)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한 최종 평가지표

핵주기 분석을 위한 기준 평가지표(안)에 대해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주기

준은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정의에 따라 기술 및 안전성은 환경영향과 통합하여 경제

성, 환경영향, 사회성의 3가지 분야로 통합하였다. 각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측정방안

과 내용은 표 3-5-1에 정리하였다.



주기준 요 건 지 표 중요도

환경영향

(기술/안전성

통합)

기술 및 시설 안전성
수송사고확률 및 영향 A

운영시 사고확률 및 영향 A

기술 및 공정효율
자원회수율(재활용율) A

공정효율 B

폐기물 영향

난분해폐기물 발생량 C

온실가스방출량 C

중저준위폐기물 양 A

Minor Actinide 양 A

폐기물관리기간 (독성도 감소기간) A

방사선 피폭 및 영향

총독성도 A

붕괴열 A

연구자/시설근무자방사선피폭량 B

주민 방사선피폭량 B

시설 건설 및

운영영향

천연자원오염도 A

총 점유면적 B

경제성

투자규모

단위비용 A

총비용 규모 A

연구/시설인프라구축비용 B

기술가용성

기술 성숙도 A

연구개발기간 A

국산/내부기술의 활용도 B

자원경제성
자원 소모량 (우라늄 이용율) A

재생불가능 자원소모량 C

사회성

핵확산저항성

고유핵확산저항성(핵물질) A

고유핵확산저항성(시설) A

외부핵확산저항성 A

사회적/지역적수용성
국내수용성 A

국제수용성 A

사회적 파급효과
경제 파급효과 A

고용창출효과 B

표 3-5-1. 핵주기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및 중요도

나.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모델 개발

(1) 동적 국가 모델 개발

동적 핵연료주기 해석 모델은 Generation-IV (Gen-IV) 로드맵 연구에 [3-5-1] 본

격적으로 사용된 후 현재 Global scenario 해석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동적 모



델은 핵연료 주기와 원자로 이력을 시간에 따라 동시에 모형화 하여 해석하는 모델이

다. 즉, 원자로 이력 모델은 원자로의 주문, 인허가로부터 원자로의 수명이 종료되어

운전 정지 때까지 시간에 따라 모형되며, 핵연료 주기 모델은 우라늄 원공으로부터 핵

연료 제조, 원자로 내 연소를 거쳐 재처리 또는 처분 까지 시간에 따라 모형화 된다.

이러한 동적 모델은 IThink soft ware [3-5-5]를 바탕으로 모형화 된다. 한편 본 연구에

서는 미국 ANL이 개발한 DANESS(Dynamic Analysis of Nuclear Energy System

Strategies) [3-5-6] 코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핵연료주기분석을 위해

DANESS 코드 모델을 수정하여 DANESS-K 버전을 작성하였다.

DANESS 코드는 입력 자료 처리를 위한 Interface 모듈, 모델 작성을 위한 Model

모듈, 수식 편집을 위한 Equation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DANESS 코드 개선

을 위해 수정된 부분을 간략히 기술한다. 먼저 입.출력 편의를 위해 그림 3-5-11과 같이

Model 모듈에서 nuclide inventory를 수정하고 선행 및 후행 핵주기 자료 계산 모델을

수정하였다. 특히, 이 모듈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우라늄, TRU등의 외부 재고량을 계산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그림 3-5-12 및 3-5-13은 수정된 “Reactor Park Decision"

screen 및 DANESS 코드 Interface 모듈 초기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11 Nuclide Inventory 계산 모듈

수정된 DANESS 코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직접 처분 주기를 분석하였다. 그림

3-5-14는 DANESS 코드로 계산된 원자력 요구량을 나태내고 있다. 원자력 요구량은

2000년에 17.7 GWe에서 2030년 40.6 GWe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력 요구량은

2050년 까지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여 약 55 GWe이 되고 이후 증가율이 서서히 감소하

여 2100년도에는 약 70GWe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3-5-15은 전력 요구량을 수

용하기 위해 도입되는 원자로별 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2040년경 CANDU 원자로가 모

두 정지되고 이어서 950 MWe 경구로가 모두 정지된다. 기타 1000 MWe 경수로는



2070년 이전에 모두 운전 정지되고 이 후 APR-1400 원자로만 운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원자력 요구량과 원전별로 운전이 될 때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량을

그림 3-5-16에 나타내었다. 2040년 이후 CANDU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 양은 18500 t

으로 유지되원자력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는 계속 증가하여 2150년도에 168000 t이 되어

총 사용후 핵연료는 약 193000 t이 원자로의 사용후사용후 핵연료 재고량이후 CA노외

Pu 및 MA 재고량은 2150년도에 각각 1942 t 및 163 t이 되어 총 TRU 양은 약 2105 t

이 될 것으로 예측원자 (그림 3-5-17).

그림 3-5-12 Modified Reactor Park Decision Screen

그림 3-5-13 DANESS Interface 모듈 초기 화면



그림 3-5-14 Demand and Deployed Capacity

그림 3-5-15 Deployed Reactor Capacity

그림 3-5-16 Spent Fuel Inventory



그림 3-5-17 Out-core TRU Inventory

(2) 평형주기 모델 개발

       평형상태의 핵연료주기란 핵연료주기 물질흐름 상에서 잉여분이 핵물질이 없도

록 해당 핵연료주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성된 핵연료주기를 말한다. 다시말하면,

MOX 핵연료주기에서는 잉여 사용후핵연료가 없도록 UO2 핵연료와 MOX 핵연료구성

비율이 결정되어야 하며, 듀픽핵연료주기에서는 PWR에서 나오는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모두 듀픽핵연료를 만들고 이를 CANDU 원자로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PWR/CANDU 원자로간 비율이 이상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SFR 연소로

주기에서는 PWR 사용후핵련료가 모두 SFR에 공급되도록 PWR/SFR 구성비율이 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원자로 비율을 알기 위해 원자로에 필요한 장

전핵연료량, PWR의 전력생산량 비율, 핵연료 농축량, 핵연료 농축량 등을 고려하였다.

(3) 경제성 평가 모델 개발

핵연료주기의 경제성평가를 위한 이론적인 모델은 일반적으로 원자력분야에 많

이 사용되고 있는 균등화가격(Levelized Fuel Cycle Cost)방법을 적용한다. 이는 선행과

후행 서비스에 대해서 원자로 수명기간동안 발전된 전기의 kWh당 할인된 핵연료주기

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균등화비용의 계산을 위하여 할인율이 반영된 현가화비용

(Net Present Value)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성의 불확실성 분석방법으로 확률론적 분석

방법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모델을 제안하였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그림 3-5-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분별 단위비용이 분

포함수로 입력이 된다. Black Box인 핵연료주기 분석모델에서 샘플링방법을 이용하여

특정값을 선택하는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하여 계산결과를 분포함수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최적화된 샘플링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문제가 없으나, 부분별

단위비용을 어떻게 분포함수로 도출하는냐가 관건이다. 즉, 모든 단위시설을 공학적 설

계를 통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이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다. 문헌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파라메트릭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Black BoxBlack Box Output DistributionOutpu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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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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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lack BoxBlack Box Output DistributionOutpu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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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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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8 불확실성 평가 모델

(4) 핵확산저항성 평가 모델 개발

    핵확산저항성은 핵연료주기 옵션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기준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GEN IV PR&PP와 INPRO PR팀과 같이 국제적인 평가

팀을 구성하여 핵확산저항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2007년도에는 핵확산

저항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기존의 평가모델들이 가

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대폭 보완한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팀의 구성원은 위의 국제적 평가팀에 참여하여 평가모델의 개발 및 분석

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2회(5월, 11월) 및 2009년 2회(6월, 11월)에 걸쳐 INPRO PR

회의(IAEA)를 주도하였으며, 전용경로 분석모델(Pathway Analysis Model)을 발표하여

격찬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 6월에는 국내에서 본 회의를 주최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GEN-IV PR&PP회의와 관련워크숍을 국내에서 개최하여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방법론들은 대부분 정책결정방법론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는 모델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모델들

이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핵확산은 대부분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기술적인 문제는 크지 않

음.

- 핵확산저항성은 핵연료주기별로 서로의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지만 절대적

인 것은 아님. 따라서 완벽한 핵확산저항성 핵연료주기란 있을 수 없음. 상대적

평가에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은 불가피함.

- 핵확산저항성의 평가는 핵연료주기를 구성하는 특정한 시설내에서의 평가보다

는 핵연료주기 전체를 종합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핵연료주기를 종합적으로 분



석⋅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없음.

- 상대적으로 낮은 핵확산저항성을 갖는 핵연료주기라 할지라도 안전조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추가하는 경우, 핵확산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음. 따라

서 전용경로분석을 통하여 취약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및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본 과제에서는 위의 제약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특히, 평

가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와 기술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평가할 수 있으며, 핵연료

주기 전체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한 전기회로모델(2000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

발하여 발표한 모델임)을 개선하였다. 또한, 특정시설에 대해서 전용경로분석을 통하여

취약부분을 찾아내어 분석할 수 있는 전용경로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전기회로모델은 전력(V)을 정치적인 동기로, 저항(R)를 핵확산저항성의 방벽으로,

그리고 전류(i=V/R)를 핵확산 Index로 모사하여 접근하는 개념이다. 다음과 같이 직렬-

병렬 회로를 구성하여 핵연료 주기 전체에 대해 핵확산 저항성 개념을 설명할 수 있

다. (그림 3-5-19)

R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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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R12

R1N

R21

R22

R2N

RM1

RM2

그림 3-5-19 직렬-병렬회로의 핵확산저항성 모델

새로 개발된 전용경로 분석모델의 핵심은 핵연료주기 시설에서 핵물질의 모든

전용가능 경로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상대적 평가에서 있

을 수 있는 모든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법론을 채택했다는 점

이다. 우선 전용 표적(핵물질, 장치 및 공정, 기술 등) 및 핵확산자의 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여 핵확산대상 핵연료주기 시스템에서의 (1) 핵물질 및 장치, 기술 등의 전용

가능 표적 및 지점, (2댩상 핵 핵연료주기 시스템에서 전용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

방벽 및 설계 방벽, (3댩상감시 카메라, 봉인, 중성자 및 감마선 검출기, 핵물질재고

려졘요측정지점, 핵물질이동 주요측정지점 등 IAEA 안전조치방벽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용경로분석은 결과의 객관성 및 포괄성을 위하여 재현성

(Reproducibility) 및 반복성(Repeatability)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다

음과 같은 체계적 접근방식인 계단식 모델을 개발하였다(그림 3-5-20 참조).

- 핵물질 전용지점 및 전용 방법의 정의 및 기술
－핵확산 고유 저항성 및 외부저항성의 확인
－전용경로에 대해 안전조치 적용 점검 및 확인
－정성적 전용경로 분석 수행
－핵확산저항성의 다중성 및 견고성의 진단
－정성적 분석을 위한 전용경로의 하부 set 의 선정

- 혁신원자력시스템의 sub-element 들로의 분해
－핵물질 전용을 위한 시스템의 운전 상태 분석
－각 sub-element에서의 공정단계들의 학인 및 분석

전용표적의 정의 및 분류

-운전상태를 포함한 평가대상 핵주기시스템의 경계 조건
-재처리시설과 같은 비밀시설의 필요여부

- Fault Tree/Event tree 이용

취약경로 및 취약경로 극복 방안 도출

전용대상 핵주기시스템 정의

- 핵물질, 장치 및 공정, 기술 등

핵주기시스템 구성요소의 분석

정성적인 핵물질 전용경로 분석

정량적 전용경로 분석 수행

그림 3-5-20. 핵물질 전용경로 평가모델

3. 핵연료주기 시스템 예비분석

가.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선정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네 가지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 PWR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한 후 재활용하지 않고 영구처분,

첫‘직접처분주기, PWR-OT’, 둘째 PWR 사용후핵연료를 DUPIC 핵연료로 가공하여

CANDU에서 재사용하고 DUPIC 사용후핵연료 첫영구처분, 첫‘DUPIC 핵연료주기’, 셋

째 PWR 사용후핵연료를 습식재처리(PUREX)한 후 분리된 플루토늄은 MOX 핵연료로

가공하여 PWR에 재사용하고 MOX 사용후핵연료 첫영구처분, 첫‘열중성자 재활용주기,

PWR-MOX’, 넷째 고온전해분리(pyroprocessin륧 설정통하여 금속핵연료를 만들어 고속

로(S왆를 에서 재사용하면서 고독성 핵종을 소멸시키 첫"파이로-고속로 핵연료주기,

Pyro-S왆를’가 그것이다(그림 3-5-21 참조). 또한, GEN-IV 핵연료주기에서는 전해정련



(refinin륧 을 통하여 회수된 우라늄은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한 것 가 가정하

였으며, 또한 고발열 핵종인 Cs과 Sr을 분리하여 독립적 가 관리(저장 및 자연 붕괴)한

다는 가정을 하였다.

PWR

SFR

CANDU

(직접처분주기, “PWR-OT”)

PWR

(열중성자 재활용 주기. “PWR-MOX”)

PWR PWR

(파이로-SFR 핵연료주기, “Pyro-SFR”)

PWR

lHLW

TRU

SF SF

HLW

SF MOX

SF

Interim
Storage Disposal Disposal

Pyro/
Metal Fuel

Repro./
MOX Fab.

Disposal

DUPIC 
Fab.

SF

(DUPIC 핵연료주기, “DUPIC”)

HLW

Disposal

그림 3-5-21 분석대상 핵연료주기 대안

나. 핵연료주기 동적 시뮬레이션 분석

(1) 물질 흐름 분석

DANESS-K 코드를 이용하여 직접처분 주기, 열중성자 재활용 주기, 파이로-SFR

주기에 대한 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직접처분 주기 모델링을 위하여 국내 원자

력 수요를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7.3 GWe으로 증가하고 이후 전

력 증가량이 서서히 감소하여 2100년도에 증가율이 0이 되도록 가정 하였다. 이 원자

력 수요를 사용하면 원자력 용량은 그림 3-5-22와 같으며 이 때 도입되는 각각의 원자

로 용량은 그림 3-5-23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3-5-23의 원자로 도입 용량에 따라 원자로별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그림

3-5-24에 나타내었으며, 이 사용후 핵연료를 10년 냉각, 50년 중간 저장 후 직접 처분

할 때 원자로 냉각조, 중간 저장 시설 및 처분장에서의 사용후 양을 그림 3-5-25에 나

타내었다. CANDU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는 약 2040년 이후 약 18500 ton으로 일정

하게 유지됨. 한편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는 계속 증가하여 2150년도에 약 168000 ton

이 되어 총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은 186500 ton이 된다. 사용후 핵연료에 따른 Pu 및

MA 재고량은 그림 3-5-26과 같이 2150년도에 각각 1940 및 160 ton이며, 총 TRU 재고

량은 2100 ton이 된다. 각 시설별 사용후 핵연료 재고량을 보면, 원자로 사이트 내 저

장조에서의 사용후 핵연료 양은 2040년 이후 약 1400 ton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중간

저장 시성에서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처분이 시작되는 2060년 이후 증가율이 약간 둔

화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2150년도에 10,400 ton 용량 저장조

시설, 100,100 ton 용량 중간저장 시설 , 72,000 ton용량 처분장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값들은 냉각 기간 및 중간저장 기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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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 원자력 수요량 및 도입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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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 원자로별 도입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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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 원자로별 사용후 핵연료 누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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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5 저장 시설별 사용후 핵연료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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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6 노외 TRU 재고량

고속로-파이로 재순환 시나리오로서 KALIMER-600 [3-5-7] 원자로를 도입하고 사용

후 핵연료는 파이로 건식 처리하는 핵연료 주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시나리

오 분석을 위해 고속로는 2030년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속로 전환비가 낮은 전환비로부터 높은 전환비로 변화 할 때 물질 흐름을 분석하

였다. 여기서는 전환비 1.0, 0.61, 0.3 등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는 KALIMER 설계 및 분석이 전환비 1.0인 전환 노심과 전환비 0.61인 연소로가 고려

되고 있고, 이보다 낮은 전환비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3-5-2는 각

전환비에 대한 핵연료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BEOC EEOC

CR=0.30 U

Pu

MA

0.4983

0.4342

0.0675

0.4409

0.3340

0.0564

CR=0.61 U

Pu

MA

0.7287

0.2440

0.0273

0.6441

0.2060

0.0226

CR=1.0 U

Pu

MA

0.8613

0.1342

0.0045

0.7825

0.1363

0.0044

표 3-5-2 전환비에 따른 핵연료 조성



그림 3-5-27은 전환비에 따른 고속로 도입 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자력 요구

량을 만족시키는 최대 도입 용량이다. 높은 전환비에서 도입 용량이 높게 나타나고 낮

은 전환비에서 도입 용량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낮은 전환비에서 핵연료의 TRU 함유

량이 높아 파이로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는 핵연료 양이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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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7 전환비에 따른 고속로 도입 용량

물질흐름 결과를 보면 먼저, 먼저, 그림 3-5-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접 처분 주기

에 비해 약 85% 감소한다. 이 결과에 보듯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 재고량

이 유사한 것은 고속로 도입 용량이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양을 최소화 하도록 도입되

기 때문이다.

그림 3-5-29에서 보듯이 경수로 핵연료 누적 재처리량은 전환비가 증가할수록 감소

하여 2150년도에 전환비 0.3, 0.61 및 1.0에서 각각 각각 125140 t, 110980 t, and 72540

t이 된다. 한편, 그림 3-5-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속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량은 전

환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각 전환비에서 누적 재처리량은 2150년도에 각각 3930 t,

10010 t, and 40280 t이 된다.

고속로 주기에서의 TRU 노외 재고량은 그림 그림 3-5-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전

환비에서 각각 2150년도에 1280 t, 1100 t, and 970 t이며, 이는 직접 처분 주기에 비해

각각 34%, 44%, and 50% 감소한 값이다. 여기서 TRU 노외 재고량은 고속로에 사용되

기 전 대기 파이로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상태의 양도 포함하므로 실제 관리하여야 하

는 노외 재고량은 이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환비가 증가할수록 TRU 노외 재고량이 감소하지만 이는 전환비가 증가할

수록 도입되어야 하는 고속로 용량도 증가하므로 도입된 고속로 용량당 직접 처분 주

기로부터의 감소량을 계산해 보면 각 전환비에서 9.11x10-2 tHM/GWe, 6.17x10-2

tHM/GWe, 1.76x10-2 tHM/GWe 이다. 즉, 낮은 전환비의 고속로가 적은 용량으로

TRU 재고량을 더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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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8 사용후 핵연료 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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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9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누적 재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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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0 고속로 사용후 핵연료 누적 재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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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1 TRU 노외 재고량

열중성자로 재순환 시나리오로서 경수로에 MOX 핵연료를 장전하는 경우를 가정하

여 물질 흐름을 분석하였다. MOX 핵연료는 2020년부터 APR-1400 원자로에 1/3 노심

에 대해 장전하며 MOX 핵연료를 장전하는 원자로는 전체 APR-1400 원자로 중 1/3이

다.

사용후 핵연료 누적량을 그림 3-5-32에 도시하였다. CANDU 사용후 핵연료는 2040

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는 MOX 주기 도입후 7500 t 정도로

유지된다. 이는 MOX 핵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가 재처리되

기 때문이다. 한편 MOX 사용후 핵연료는 서서히 증가하여 2150년도에 약 5000 t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용후 핵연료를 각 시설별로 그림 3-5-33에 나타내었다. 중간

저장 시설의 저장량은 2060년도에 약 20000t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2150년도에는

11000 t 정도로 감소한다. 한편, 원자로 부지 내 저장조의 양은 2050년에 약 8000 t 까

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여 6500 t 정도로 유지된다. 한편, 처분장에 처분되

는 양은 2060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약 13000 t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양을

직접 처분 주기의 72000 t과 비교하면 약 80% 감소한 양이다.

한편 MOX 핵연료 주기의 노외 TRU 재고량을 그림 3-5-34에 나타내었는데 직접

처분 주기와 비교하면 2150년도에 약 9%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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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2 원자로별 사용후 핵연료 재고량 (MOX 핵연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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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저장 시설별 사용후 핵연료 재고량 (MOX 핵연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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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4 노외 TRU 재고량 (MOX 핵연료 주기)

(2) 환경적 측면 분석

직접처분 주기와 고속로 주기에 대해 장기 열부하를 계산함으로써 환경적인 측

면을 분석하였다.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환경 영향은 방사능, 독

성, 단기 붕괴열, 장기 열부하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기 열부하를 대상으로 환



경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 문헌 [3-5-8]에 의하면 처분장의 처분 밀도와 환경에 영향

을 가장 크게 미치는 인자는 장기 열부하라고 밝히고 있다.

먼저 장기 열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종은 주로 Minor Actinides 핵종인데

그중에서도 Am-241 핵종이 가장 영향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1에 이에 대2.윲

고량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Am-241은 처분후 약 75년 동안 증가하다가 매우 느리게 감

소한다. 약 300년 후 Am-241의 재고량은 각 전환비에 대해 직접 처분 주기에 비해 약

57%, 68%, 74%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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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5 Am-241 핵종 재고량 변화

장기 열부하는 각 핵종의 붕괴열을 1500년까지 누적하여 계산한다. 그림 3-5-36은

Am-241의 장기 열부하를 나나고 있는데, 전환비 0.3, 0.61 및 1.0에 대해 열부하는 직접

처분 주기에 비해 각각 57%, 68%, 74% 감소한다. 한편 총 열부하는 그림 3-5-37에 나

타내었는데, 전환비가 증가할수록 열부하는 감소하였고, 300년후 전환비 0.3, 0.61 및

1.0에 대해 열부하는 8.2⨯109, 6.6⨯109, 5.8⨯109 으로 직접 처분 주기에 비해 각각 38%,

50%,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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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6 Am-241 핵종의 장기 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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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7 총 열부하 비교

다. 평형핵연료 주기 분석

(1) 물질 흐름 분석

직접처분주기에서는 다음 그림 3-5-38과 같이 PWR의 사용후핵연료를 일정기간

중간저장한 후에 영구처분하게 된다. 계산 및 분석을 위하여 PWR 핵연료의 경우, 초

기농축도를 4.5 wt.%, 방출연소도를 55 GWd/tHM로 가정하였다. 핵연료 제조시설, 변

환시설에서의 손실률을 0.1%로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물질흐름을 계산하였다.

PWR변환
핵연료
제조

농축
(15.2tSWU)

채광

중간저장

처분

18.21 tU
(depleted)

20.44 tU

20.44tU 2.22 tU 2.21tU 2.09tHM

2.09 tHM

그림 3-5-38 직접처분주기

DUPIC 핵연료주기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를 OREOX 공정을 통하여 CANDU 핵

연료로 재가공하여 활용한다. PWR 핵연료의 경우, 초기농축도는 3.5 wt.%, 방출연소도

는 35 GWd/MtHM로 가정하였으며, CANDU 원자로에서의 연소도는 15 GWd/MtHM

로 가정하였다. OREOX 공정에서의 물질유실량은 1%로 가정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일정기간 저장한 후 영구처분하고, DUPIC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하지

않고 영구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 3-5-39 참조). DUPIC 핵연료주기에서 PWR

핵연료 연소도 35 GWd/MtHM는 다른 주기에서의 PWR 연소도 55 GWd/MtHM에

비하면 매우 작다. DUPIC에서 PWR 연소도 35 GWd/MtHM는 DUPIC 프로그램에서

기준연소도로서 이는 단위전력 생산량당 평가되는 물질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3-5-9].



PWR
(71.0%)

변환
핵연료
제조

농축
(12.8tSWU)

채광

중간저장

처분

16.09 tU (depleted)
18.77tU

18.77tU 2.66tU 2.66 tU 2.56tHM

2.56tHM

CANDU
(29.0%)중간저장

DUPIC
연료제조

2.56tHM2.47tHM2.47tHM

그림 3-5-39 DUPIC 핵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하여 MOX 핵연료로

가공하여 다시 PWR에서 이용하게 된다. 재처리는 기존의 습식재처리방식을 적용하며,

재처리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일정기간 저장한 후 영구처분한다. MOX 핵연료는

재처리시 분리한 플루토늄과 감손우라늄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한편, MOX 사용후핵연

료는 재활용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 3-5-40 참조).

한편, 원자로시스템은 직접처분주기에서의 것과 동일하다. PWR 핵연료의 경우, 직

접처분주기와 동일하게 초기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 GWd/MtHM로 가정하였

다.

PWR
(87.7%)

변환
핵연료
제조

농축
(13.3tSWU)

채광 중간저장

처분

15.71 tU (depleted)

17.92tU 1.94tU 1.94tU 1.83tHM

1.83tHM

PWR
(12.3%)중간저장

MOX
연료제조

0.273tHM0.259tHM0.259tHM

17.92tU

재처리

0.0034 tHM (HLW)

0.022tPu

0.252tU

그림 3-5-40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GEN-IV 핵연료주기에서는 다음 그림 3-5-41에서 보여주듯이, 기존의 PWR 원자로

외에 고속로(SFR)를 도입하여 PWR에서 발생한 TRU를 소멸⋅재활용하는 주기이다. 건

식분리기술인 고온전해분리(pyroprocessing)를 이용하여 P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

라늄을 분리하여 중저준위폐기물로 보내고, 다시 TRU는 금속핵연료로 제조하여

GEN-IV 원자로인 고속로에서 연소하게 된다. 한편, 고속로 사용후핵연료는 역시 건식

처리하여 금속핵연료로 가공 후 고속로에 재순환하게 된다.

PWR 핵연료의 경우, 초기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 GWd/MtHM로 가정하였

다. 고속로는 600MWe의 TRU 소멸로로서 방출연소도 121 GWd/tHM이 사용되었다.



PWR
(60.4%)

변환
핵연료
제조

농축
(9.19tSWU)

채광 중간저장

Pyro

10.99tU (depleted)

12.34tU 1.34tU 1.34tU 1.26tHM

1.26tHM

SFR
(39.6%)

SFR
연료제조

0.323tHM

12.34tU

Pyro
(refining)

0.0013 tHM

0.018tTRU

0.246tHM

1.11 tU

처분
(HLW)

0.059tU

0.305tHM

그림 3-5-41 Pyro-SFR 주기

(2) 경제성 분석

      핵연료주기의 경제성은 향후 원자력발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 중

의 하나이다. 원자력산업계에서도 경쟁원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

성은 특정 핵연료주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측

면에서 위의 네 가지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핵연료주기를 구성하는 각 단계별 비용단가를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불확실

성 분석을 위하여 Latin Hypercube 추출방식을 적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성부분별 비용은 최소값(a), 최대값(b) 및 최빈값(m)으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삼각분포(triangular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삼각분포는 대표적인 비

모수분포(non-parametric distributions)로서 데이터가 많이 없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분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주로 엔지니어링 판단에 의하여 분포를 추정

한다[3-5-10,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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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단계별 비용 중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우라늄가격, 고온전해분리 공정

가격, 금속핵연료 제조가격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GEN-IV 핵연료주

기가 직접처분주기에 비하여 경제성이 있기 위한 손익분기점가격이 계산되었다.

다음의 표 3-5-3은 본 연구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적용한 항목별 단가이다.



주로 OECD/NEA 자료와 INL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동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가

격의 경우 엔지니어링 판단값을 적용하였다[3-5-12, 3-5-13]. 우라늄의 경우에 최근 급격

히 상승하고 있는 가격을 고려하여 기준값 $107, 하한값 $50, 상한값 $300으로 가정하

였다. 고온전해분리공정은 아직 연구개발단계에 있으므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본연구에서는 NL에서 제시한 값을 이용하였다. 산화물핵연료의 전해정련인

경우 1,500$/kgHM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였으며, 금속핵연료 처리 및 제조비용은

2,500$/kgHM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 비용에 원자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전력생

산량당 원자로 비용은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핵연료주기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이는 GEN-IV 원자로의 건설비용이 기존의 제 3세대 원자로 비용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GEN-IV 프로그램에서의 연구목표를 적용한 것이다.

각 항목의 기준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핵연료주기 비용을 계산한 결과, 직접처분주기

6.21 mills/kWh, DUPIC 핵연료주기 6.45 mills/kWh, 열중성자 재활용주기 7.86

mils/kWh, Pyro-SFR 핵연료주기 7.00 mills/kWh로 각각 나타났다 (표 3-5-4).

표 3-5-3.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적용단가



Item PWR-OT PWR-MOX DUPIC Pyro-SFR

urnaium 2.188 1.918 2.008 1.321
Conversion 0.118 0.103 0.108 0.071
Enrichment 2.436 2.135 2.047 1.470
Fabrication(UO2) 0.554 0.485 0.665 0.334

SF Trans./Storage 0.453 0.421 0.589 0.290
Wet Reprocessing 1.464

DUPIC Fab. 1.793

MOX Fab. 0.342
MOX Storage 0.060
Pyroprocessing for

PWR SF
1.891

Cs/Sr Storage 0.090
Metal Fuel Fab./Pyro 1.526
SF Storage 0.247
SF Disposal 0.466 0.123 0.407
HLW Storage 0.025
HLW Disposal 0.047 0.009

DUPIC waste cost 0.079
total 6.214 7.123 7.864 7.002

표 3-5-4. 기준값에 대한 핵연료주기 비용 (mills/kWh)

다음 표 3-5-5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비용단가가

삼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총 2,000번의 Latin Hypercube 추출을 수행한 것이

다. 핵연료주기비용에 대한 평균값(mean)은 PWR-OT가 7.097mills/kWh로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3-5-5.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

PWR-OT
DUPIC 

핵연료주기
PWR-MOX
핵연료주기

Pyro-SFR
핵연료주기

Min 4.286 5.786 5.394 4.640

Max 10.71 12.45 10.987 10.324

Mean 7.097 8.861 7.872 7.561

(3) 환경영향 분석

원자력에너지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성을 개선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부피, 장기 열발

생 및 방사성독성을 줄임으로써 심지층처분장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폐기

물처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네 가지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그림 그림 3-5-42은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량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

기에는 재처리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은 제외된 것이다. 평가 결과, 열중성자 재활용

주기와 GEN-IV 핵연료주기에서 처분대상인 사용후핵연료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GEN-IV 핵연료주기의 경우, 건식분리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P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을 분리하여 중저준위폐기물로 처리하고 TRU는 고속로핵연

료로 제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DUPIC 핵연료주기의 경우에는 PWR 사용후핵연료를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

함에도 불구하고 CANDU 원자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직접처분주

기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핵연료 연소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PWR 직접처분인 경우 연소도 60 GWd/tU을 가정한 반면 DUPIC 핵연료주기에서

PWR은 연소도 35 GWd/tU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동일 PWR 연소도를 가정하였을

경우 DUPIC 핵연료주기의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가 직접처분에 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중성자 재활용주기와 GEN-IV 핵연료주기에서는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재처리과정에서 고준위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GEN-IV 핵연

료주기에서는 고준위페기물(salt waste)에 포함된 Cs과 Sr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준위폐기물이 처분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5-42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성핵종들의 붕괴로 인하여 붕괴열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이 붕괴열은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내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과 악티

나이드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원자로에서 배출될 당시부터 수십년동안은 반감기가

짧은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이 전체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악티나이드에 의하여 지배된다. 악티나이드의 원소 중 우

라늄과 플루토늄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서는 처분대상이 되는



마이너 악티나이드, 즉 Np⋅Am⋅Cm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3-5-43 처분대상 마이너 악티나이드

위의 그림 3-5-43에서 보여주듯이, Pyro-SFR 핵연료주기의 경우, 처분대상 마이너 악

티나이드가 획기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중성자 재활용주기의 경

우에는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양으로 인하여 처분대상이

되는 마이너 악티나이드의 총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핵연료주기는 심지층처분장을 필요로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폐기물처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지층처분장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1. 페기물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우라늄을 분리한다. 분리된 우라늄은

핵연료로 다시 사용하든지, 혹은 중저준위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다.

2. Pu⋅Np⋅Am⋅Cm 등과 같은 TRU 원소를 재활용⋅소멸하여 단위전력생산

량당 처분대상 악티나이드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주요 발열 핵종인 Cs와 Sr를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심지층처분에 필요한

폐기물 포장물의 수와 처분장 면적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4.
99

Tc⋅
129

I 와 같은 일부 장수명 핵분열생성물을 분리하여 소멸시킴으로써 심

지층처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그림 3-5-44 지하처분장 굴토량

단위전력생산량당 처분대상 고준위폐기물량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의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Pyro-SFR 핵연료주기에 위의 1

⋅2⋅3항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하처분장 굴토량은 지하처분장 면적

이 붕괴열량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준위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발열량(50년 냉각 후)을 평가하여 열량당 굴토량(20 m3/kW)을 곱하여 계산하

였다. 위의 그림 3-5-44는 핵연료주기별 지하처분장 굴토량을 나타낸 것이다. Pyro-SFR

핵연료주기의 경우 직접처분주기에 비하여 지하처분장 면적을 100배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핵연료주기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핵확산저항성 측면

재순환정책이냐 직접처분정책이냐의 문제는 핵확산 측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다. 핵확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쟁은 핵확산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

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핵연료주기의 핵확산의 위험도가 시간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는 속성을 무시하는 데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령 직접처분주기는 단기적인

핵확산 위험도는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핵확산 위험도는 매우 크며, 위에서 본 재

순환주기는 장기적인 핵확산 위험도는 줄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핵확

산 위험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핵확산저항성 측면에서는 직접처분주기, DUPIC 핵연료주기, Pyro-SFR 핵

연료주기, 열중성자 재활용주기의 순으로 핵확산저항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열중성

자 재활용주기에서는 순수 플루토늄을 취급하기 때문에 핵확산저항성이 상대적으로 가

장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핵확산저항성을 보기 위하여 플루토늄 재고량을 평가하였

다. 이는 플루토늄을 재이용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그대로 처분하였을 경우



수백년 후에는 단반감기인 핵분열생성물들의 방사붕괴로 인하여 자기방위

(self-protection) 기능이 소멸하여 처분장이 이른바 “플루토늄광산(Pu mining)”이 될 수

도 있다는 주장들에 근거한 것이다[3-5-14, 3-5-15]. 플루토늄 재고량의 계산결과, 다음

그림 3-5-45에 나타낸 바와 같이 GEN-IV 핵연료주기의 경우 직접처분주기의 3% 수준

으로 나타났다.

그림 3-5-45 플루토늄 재고량 (장기 핵확산저항성)

4. 단위비용 생산을 위한 핵심시설 예비 개념 설계

가. 종합 파이로 시설 예비 개념 설계

‘08년 12월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한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 장기추진계획”에

따르면 파이로 기술 핵심장치의 Inactive 실증을 위한 공학규모의 Mockup 시설을

2011년, 공학규모의 Active 시설을 2016년, 그리고 종합파이로시설을 2025년까지 완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파이로 공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파이로 공정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파이로 공정의 기술 및 경

제성 자료는 비공개되어 KAERI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자료

는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감마엔지니어링사와 공

동연구로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정부의 수출통제정책으로 인해 공동연구에 차질이

발생하여 일단 KAERI 자체적으로 예비개념설계를 수행하고 향후 수정/보완하는 방법

으로 본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수납/저장, 파이로 전 공정을 포함하는 종합파이로시설에 대

하여 예비개념설계를 수행함으로써, 현 상태에서 최적의 공정으로 구성된 종합파이로

시설의 기술적 자료를 확보할 뿐 아니라 기술적 취약분야 도출, 비용최소화를 위한 최

적설계 방안도출, 중점 기술개발 필요분야 도출 등의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종합파이

로시설은 연산 400톤 용량의 독립된 중앙집중식 시설로 운영되며, 이 시설에서 제조된

우라늄금속은 중․저준위폐기물로 처분하거나 재활용하고, TRU/U 금속은 SFR 핵연료

의 제조에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음. 본 시설의 주요 설계기준은 표 3-5-6과 같다.



표 3-5-6 종합파이로시설의 주요 설계기준

KAPF Concept and Definition

Capacity 400 tHM/y

Plant type
Centralized stand-alone facility, Modular type in which hot cell lines

can be expanded as needed

Availability
55~70%(in consideration of O&M outage)=200~250 equivalent full

operating calendar days

Design Life 50years

Input PWR spent fuels

Output

▪U metal as LLW, U-TRU-RE metal ingot for SFR fuel

▪Wastes(Ceramic, metal, vitrified)

▪SFR fuel

Main function

▪Temporary material storages(PWR SF, metal ingot, wastes)

▪PWR SF disassembling, Rod chopping

▪Decladding/Voloxidatiom, Electrolytic reduction, Electrorefining/

Electrowinning

▪Cd distillation, Cathode processing

▪U and TRU metal ingot fabrication

▪SFR fuel fabrication

▪Salt waste recycling, waste treatment

종합파이로시설은 연간 400 tU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수납하여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 해체 및 절단, 분말화 및 탈피복,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SFR 핵연료 제

조, 폐 용융염 정제/회수 및 고화처리 등의 공정을 거치며, 잉여우라늄 잉곳

369.3tU/yr와 U-TRU-RE 잉곳 9.5 tHM/yr을 생산한 다음, U-TRU-RE 잉곳은 회수 우

라늄과 Zr을 혼합하여 65U- 20TRU-5RE-10Zr 구성을 갖는 28,9 tSFR fuel/yr를 생산한

다. 또한 이러한 공정을 거치며 금속폐기물 153.0 ton/yr, 전해환원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용융염을 처리한 세라믹 폐기물 113.9 ton/yr(=47.5 m3/yr), 전해정련과 제련공정에

서 발생하는 폐용융염을 처리한 Rare Earth의 세라믹 폐기물 26.5 ton/yr (= 11.1

m3/yr), 고온산화휘발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체 폐기물인 Cs + Fly Ash 1.9 ton/yr( =

0.83 m3/yr), I, Tc 폐기물 18.8 ton/yr( = 37.6 m3yr), H3, Kr, Xe 폐기물 3.7 ton/yr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시설에서 연간 400 tU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Truck Bay

1개, Preparation Area 2개, Docking Area 1개가 필요하다. 파이로 핵심공정은 고부식

성의 매질을 고온에서 사용하고, 주요장치는 회분식으로 운영됨을 고려하여 공정장치

의 이용률을 파이로 공정장치는 55%(연간 200일), 기타 장치는 70%(연간 250일)을 고

려하였다. 또한 공정장치의 용량은 실제 필요용량의 110%로 설계하였음. 연산 400톤

용량의 파이로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공정장비가 필요하며, 주요 공

정장비의 설계요건 및 소요량은 표 3-5-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장비명
처리용량 요건 장비 1대당

일일처리용량*1
장비

소요량*2 비 고
연간 일

집합체해체 및
연료봉 인출장치 400,000 kgHM

1,600 kgHM
(3.74 집합체) 4 집합체 1x1 250일 가동

연료봉 절단장치 400,000 kgHM
1,600 kgHM
(3.74 집합체)

4 집합체 1x1 250일 가동

탈피복 및
산화장치

400,000 kgHM 1,600 kgHM 300 kgHM 6x1 250일 가동

배기체처리장치(
전처리공정)

3x1 250일 가동

전해환원장치 400.000 kgHM 2,000 kgHM 140 kgHM 4x4 200일 가동

금속전환체
증류장치

400,000 kgHM 2,000 kgHM 280 kgHM 2x4 200일 가동

LiCl 정화장치 320,000 kgLiCl 1,600 kgLiCl 450 kgLiCl 1x4
10batch
사용후 처리

UCl3 제조장치 18,800 kgUCl3 94 kgUCl 25 kgUCl3 1x4 200일 가동

전해정련장치 400,000 kgHM 2,000 kgHM 140 kgHM 4x4 200일 가동

U 금속전환체
증류장치

400,000 kgHM 2,000 kgHM 280 kgHM 2x4 200일 가동

U 잉곳제조장치 370,000 kgHM 1,850 kgHM 250 kgHM 2x4 200일 가동

전해제련장치 14,200 kgHM 71 kgHM 10 kgHM 2x4
전해정련장치
활용

잔류악티나이드
제거장치

8,000 kgHM 40 kgHM 10 kgHM 1x4
전해정련장치
활용

Cd 증류장치 9,500 kgHM 48 kgHM 15 kgHM 1x4 200일 가동

U-TRU-Zr
잉곳제조장치

28,900
kgU-TRU-Zr

150
kgU-TRU-Zr

40
kgU-TRU-Zr

1x4 200일 가동

배기체처리장치(
파이로공정셀)

5x4 200일 가동

LiCl-KCl 정화
장치

100,000
kgLiCl-KCL 500 kgLiCl-KCL

140
kgLiCl-KCl 1x4

20batch
사용후 처리

표 3-5-7 주요 파이로 공정장비의 설계기준 및 소요량

연간 400톤 용량의 종합파이로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수납 및 임시저장시설, 전처리

셀, 파이로 공정셀, 폐기물셀 및 유지보수셀 등의 핵심시설과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파

이로공정셀은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각각의 모듈에서 연간 1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설의 주공정건물은 지상 4층, 지하 3층으로 구성되며, 크

기는 폭 135 m x 길이 150 m, 주 건물을 포함한 Protected Area의 면적은 약 120,000

m2, 전체 부지면적은 약 410,000 m2로 추정되었다. 본 시설의 Site Plot Plan은 그림

3-5-45와 같다.



그림 3-5-46 종합파이로시설의 Site Plot Plan

주 공정건물의 1층은 그림 3-5-46 - 3-5-4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수

납⋅저장하기 위한 시설, 전처리셀 및 파이로공정셀, 방사선구역 출입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실 등이 배치된다. 주 공정건물의 2층에는 그림 3-5-5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정셀의 원격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셀, 화학분석셀, Warm 및 Cold Workshop, 방

사성실험실 및 사무실 등이 배치되며, 주 공정건물의 3층에는 시설의 HVAC 및 장치

반․출입통로, 장치 또는 부품 보관구역을 설치하였다. 주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그림

3-5-5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기물 셀과 금속전환체 보관 셀, Ar 냉각 및 정화설비 등

이 배치되었다.

그림 3-5-47 수납/저장 및 전처리셀 배치도

그림 3-5-48 파이로 공정셀 배치도



그림 3-5-49 주 건물 1층 배치도

그림 3-5-50 종합파이로시설 주 건물 2층(EL +11.5m) 배치도



그림 3-5-51 종합파이로시설 지하1층(EL -10m) 배치도

나. 종합파이로시설 예비비용 평가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종합파이로시설의 예비비용을 평가한

다. 첫 번째 방법은 문헌[EPRI NP-7264, The Cost of Processing Irradiated Fuel From

Light Water Reactors: An Independent Assessment, 1991]에 나와 있는 pyro 처리 비

용을 처리용량 등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단가를 도출하는 Peaametaic 방

법이]에 두 번째 방법은 파이로시설에 대ro설계요건을 도출하고에 나요 공정에 대ro예

비개념o설계를 통하여 물량을 산출한 후 건설비, 운영비 등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Parametric 방법을 이용한

파이로처리 비용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1년의 EPRI 연구에서는 연간 1,500톤 사용후핵연료 처리 용량의 파이로시설에

대한 건설비, 운영비 및 처리단가를 평가하였다 (할인율 5% 적용). 본 연구에서는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처리 규모로 판단되는 400톤/년 규모 시설의 처리단

가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1990년의 가격기준으로 되어 있는 동 보고서의 비

용자료를 2008년 말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적절한 Scaling

Factor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EPRI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비용에 대한 연간 환수비용은 607 MS(million dollar)로,

그리고 파이로처리 단가는 405 $/kgHM로 제시되었다. 상기 처리단가는 1990년 기준

가격이므로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 230%를 반영하면, 2008

년 가격으로 932$/kgHM로 계상되었음. 이 비용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처

리 규모로 판단되는 400톤/연 규모일 때의 처리단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Scale Factor

(SF)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C n=C o ×( K o

K n
)
x

), 처리 단가는 표 3-5-8에 나타낸 바와 같

이 1,800~2,350 $/kgHM로 계산되었다.



용량(tHM)
처리단가($/kgHM)

(SF : 0.5)
처리단가($/kgHM)

(SF : 0.6)
처리단가($/kgHM)

(SF : 0.7)

1,500 932 932 932

1,200 1,042 1,065 1,089

900 1,203 1,266 1,332

600 1,473 1,614 1,769

500 1,614 1,801 2,010

400 1,804 2,059 2,350

300 2,083 2,447 2,874

200 2,552 3,121 3,818

100 3,608 4,731 6,202

표 3-5-8 종합파이로시설의 용량별 처리단가

5. 핵투명성 증진 방안 이행 및 증진

가. 국가 핵투명성 진단

(1) 국가 핵투명성의 정성적 평가

각 분야별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나

라의 상황을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정치외교학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동 수행

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핵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등 다양한 국

제핵비확산체제에 가입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원자력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핵비확산체제가 강화되고 있

고, 특히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관련 대외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활동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급변

하는 원자력 관련 대외환경을 국내체제에 반영,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함. 이를 위

하여 먼저 우리나라 국내의 핵비확산체제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o 핵비확산체제 정비노력: 우리나라는 1956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국제핵비확산 노력에 동참하여 왔음. 1975년 NPT에 서명하고, IAEA와 ’안전조치협

정‘을 체결하였음.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공표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1995년 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에 가입하였음. 또한, 1987년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COCOM 지침준수국이 되었으며, 이 후 국제수출통제

체제 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왔다. 1995년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및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및 ‘전략기술수출공고’를 개정하여 이를 국내제도화 하였다.

o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향:

- 국제 핵비확산 관련 조약이나 협정규정의 성실한 이행 및 국내제도의 보완

- 국제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관련자금의 기부

- 국내전문가의 국제핵비확산 관련 기관으로의 진출 및 국가차원에서의 관련정보 모



니터링

- 2014년 종료 예정인 ‘한ㆍ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

(2) 국가 핵투명성의 정량적 평가

핵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보다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

라에 대한 핵비확산 신뢰도 수준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핵

비확산 신뢰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우리나

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수준을 평가하였다.

‘핵비확산 신뢰도’는 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인식(perception)에 기초하여 형성

되는 그 국가가 가지게 되는 국제사회에서의 주관적인 이미지이다. 핵무기를 만들고

사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규범을

충실히 준수해 나갈 것인가, 혹은 그 의지가 충분한가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핵비확산 신뢰도’의 형성요인을

표 3-5-8 및 그림 3-5-51과 같이 도식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 외국의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국제핵비확산체

제 참여 및

이행수준

참여수준
안전조치ㆍ수출통제ㆍ물리적방호 등

국제체제에의 참여

이행수준 국내제도화의 정도

국제적 정치환경
군사ㆍ안보적 위협

핵무기ㆍ재래무기 등으로 무장한 주변국의

위협

정치적 위상 국제ㆍ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 입지

국내적 정치환경

국민의식
정책입안자ㆍ전문가그룹ㆍ일반국민 등의

의식

경제ㆍ산업적 파급효과
무역의존도 및 국방비의 지출 정도, 관련기

술의 보유유무

민주화의 정도 지도자의 성향 및 정치적 안정

표 3-5-9 핵비확산 신뢰도 형성요인

그림 3-5-52 핵비확산 신뢰도 평가구조



각각의 형성요인이 ‘핵비확산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가중치)을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

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정량화하였다.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은 새티(T. Saaty) 교수가 미 국무부의 무기통제 및 군비축소국에서 세계적 경제학

자, 게임이론 전문가들과 협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

기 위하여 개발한 의사결정기법인데, 이는 분석과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정량적 요

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다요소의사결정기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응용되고 있다.

각 요소들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들에게 요소간 상대적 중요도 또

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 형태의 설문을 실시하여 쌍대비교행렬을 구하고(그림

3-5-53 참조), 이를 바탕으로 각 요소들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 3-5-10과 같다.

각각의 ‘핵비확산 신뢰도’ 형성요인을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요소가중치를 반영하여 ‘핵비확산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

하여 북한․스위스․일본 등 4개국에 대하여 ‘핵비확산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스위스

(9.052)․일본(8.363)․한국(6.980)․북한(1.667)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

한 핵비확산 신뢰도 평가방법론을 더욱 확장․개선하여 전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핵

비확산신뢰도지수’로 개발 중에 있다.

그림 3-5-53 ‘핵비확산 신뢰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의 일부



Level 1 Level 2 Level 3 Weight
Coefficients

NPT &

Compliance

(0.790)

NPT System

(0.786)

Safeguards (0.250) 0.155

Exports Control (0.250) 0.155

Physical Protection (0.250) 0.155

Duration of Participation (0.250) 0.155

Compliance

(0.214)

Domestication (0.333) 0.056

Transparency (0.333) 0.056

Diplomatic Activities (0.333) 0.056

International

Politics

(0.128)

Military Threats

(0.895)

Nuclear Threats (0.200) 0.023

Conventional Threats (0.200) 0.023

Potential Threats(0.200) 0.023

Security Assurance (0.200) 0.023

Perceptual Threats (0.200) 0.023

National Prestige

(0.105)

Global Power Status (0.333) 0.004

Regional Power Status (0.333) 0.004

Pariah Status (0.333) 0.004

Domestic

Politics

(0.082)

Norms & Beliefs

(0.727)

Decision Makers (0.250) 0.015

Military (0.250) 0.015

Scientists (0.250) 0.015

General Public (0.250) 0.015

Economic &
Industrial Spinoffs

(0.145)

Globalization (0.333) 0.004

Industrial Spinoffs (0.333) 0.004

Economic Burden of Conventional
Forces (0.333) 0.004

Democratization

(0.128)

Centralization (0.333) 0.003

Political Power of Domestic Actors
(0.333) 0.003

Domestic Turmoil (0.333) 0.003

Total 1.000

표 3-5-10 ‘핵비확산 신뢰도’ 형성요인의 가중치

나. 핵투명성 증진 방안 도출

국가 핵비확산 및 핵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보다 증진하기 위해서는 앞선 ‘진단’

과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 방안

및 이행 전략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러한 로드맵을 통하여 구체적인 미션과 비전, 전략

과 성과목표 등 전략체계를 수립한 후, 이를 이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관리기

법’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핵비확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가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

과제에서는 표 3-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계에 걸쳐 관련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행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설정하고, 세부 Action item을 선정하였고 그

림 3-5-53과 같은 국가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대 주 제 소 주 제

1. 한국의 핵비

확산체제 분

석

∙핵비확산 국가체제

- 법적 체계 (국제핵비확산체제에의 참여 + 국내법화)

- 국가정책 (평화 4원칙, 한반도비핵화선언 등)

∙핵비확산관련 정치적 환경

-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강화

- 정치적 환경 (한미관계, 남북한 문제, 동북아 환경 등)

2. 한국의 핵비

확산정책결정

메커니즘분석

∙핵비확산정책 결정과정 분석

∙주요 행위자 및 역할

- 정부 : 대통령 및 관련 자문역, 정부부처 (교과부, 지경

부, 외통부, 통일부), 국회

- 원자력 관련 기관 (KAERI, KINAC)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부, 핵연료주기본부)

- 기타 싱크탱크 및 이익집단

3. 한국의 핵비

확산 활동 이

행현황

∙주요 행위자별로 조사 및 분석

4. 핵비확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국제핵비확산체제 참여 및 이행수준

- 안전조치ㆍ수출통제ㆍ물리적방호 등 국제체제에의 참여

- 국내제도화의 정도 등

∙국제적 정치환경

- 핵무기ㆍ재래무기 등으로 무장한 주변국의 위협

- 국제ㆍ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 입지 등

∙국내적 정치환경

- 정책입안자ㆍ전문가그룹ㆍ일반국민 등의 의식

- 지도자의 성향 및 정치적 안정 등

표 3-5-11 핵비확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 국가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초분석



그림 3-5-54 핵비확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가로드맵 개발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활동의 미션은 ‘원자력 연구활동에

대한 신뢰도 증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미션 수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원

자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에너지안보 실현’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

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5-12).

-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활동의 투명성 강화

-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연구활동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홍보활동 강화

- 핵비확산 전문인력의 양성

현재 미국에서 핵비확산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입안자들은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닌

정치⋅외교분야의 핵비확산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핵비확

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

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 제고활동에 참

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공개자료 등 문헌조

사를 통하여 약 700 여명의 핵비확산 전문가 및 100 여개의 핵비확산 전문싱크탱크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DB화하였다.



전 략 성과기준항목 (단기적) 성과목표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활동의 투명성

강화

- 국제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규모 : 건수 및

금액, 참여국가 수 등

- 사용후핵연료 직접취급 연구활동의 규모 :

건수 및 금액, 참여국가 수 등

- 사용후핵연료 직접취급 연구활동의 허용 여

부

- 국제기술협력 및 공동연구의 성과 : 지적재

산권의 건수 및 소유권 여부, 공동워크숍/

심포지움 개최실적 등

- 연구활동 정보웹사이트의 구축 및 관리성과

: 구축 여부 및 정보의 충실성 등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하는 국제공동연

구 연 1건 이상

∙소유권을 인정받는

공동연구 지적재산권

연 1건 이상

∙일부 연구 SF 직접취

급 허가(JD)

∙국내기관 주도의 국

제워크숍/심포지움

연 1회 이상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국제협력네트워크의 구축 여부 : MOU, 전

문기관 및 전문가 DB 확보 여부, DB의 양

적 규모 및 정보의 정확성․충실성

- 국제협력네트워크 활동성과 : 정치⋅경제분

야 공동연구결과물, 인적교류의 규모 및 범

위

- 국제협력활동 확산성과 : 공동보고서 발간,

개최횟수/참여인원/참여국가 등 워크숍/심

포지움 개최실적

∙해외 전문가/기관

DB 총 300건 이상

∙정치⋅경제분야 국제

공동연구 연 1건 이

상 (정책연구)

연구활동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홍보활동 강화

- 국내외 언론홍보 실적

- 해외 전문가/해외 원자력산업계 주도의 홍

보지원 실적

- 신뢰도 모니터링을 통한 연간 개선실적

- 이해관계자의 파악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수립

-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해외 전문가/원자력

산업계의 언론기고

연 2건 이상

∙국제신뢰도 모니터링

실시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실적

핵비확산

전문인력의 양성

- 신뢰도 증진, 전문인력양성, 교류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또는 전담조직) 설립

-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규모 및 내실성: 양성

인원, 분야의 다양성, 인력의 질적수준

∙전문기관(또는, 전담

조직) 설립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규모 및 건수

표 3-5-12 핵비확산 신뢰도 증진 및 핵투명성 증진 성과기준 및 목표

다. 핵투명성 증진 방안 이행

    핵투명성 증진 방안 이행을 위해 먼저 국제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리나라

의 핵연료주기관련 연구활동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핵연료

주기 연구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그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영문뉴스레터를 발간ㆍ배포하고 있다. (뉴스레터명 : The

Nuclearancy, 그림 3-5-55 참조)

한편, 국내의 핵연료주기 연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핵연료주기



연구 홍보용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이는 정기적인 영문뉴스레터의 발간ㆍ배포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리나라의 핵연료주기관련 연구활동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핵연료주기 연구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그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함이다.

기존의 조직구성 및 연구내용만을 소개하는 ‘정적’ 홈페이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뉴스를 보도자료(Press Release)의 형태로 제공하는 ‘동적’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자 하였는 바, 한 번 홈페이지를 방문한 수요자가 이를 정기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수

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홈페이지 URL :

http://nuclearancy.kaeri.re.kr )

또한, 핵비확산 사회수용성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를 위해 2009년

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褀ᗕ 및 핵비확산 분야에서의 의사결정자 및 관련정

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들을 초청하여 ₭褀ᗕ관련 시설 투어 등을 통한 우리나라

의 ₭褀ᗕ 현황소개 및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褀ᗕ정책 및 핵비확산 노

력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핵비확산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노

력을 국제사회(특히, 미국)에 홍보함으로써 국가핵비확산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미국

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의 제고를 위한 미국

의 조언을 얻고자 하였다.

그림 3-5-55 영문뉴스레터 Vol. 01/Summer 2008.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 및 달성도

1. 최종 목표

Pyroprocess Mock-up 시스템 평가 및 공학규모 실증시설 설계요건 확립

2. 1단계 목표

가. 차세대핵주기공정 실증시설 설계 기술

○ Pyroprocess Mock-up 시설 기본 및 상세설계

○ Pyroprocess Mock-up 시설 안전성 평가 및 인허가

○ Pyroprocess Mock-up 시설 설계용역 및 건설발주

나. 핵물질계량 안전조치 기술

○ Pyroprocess 단위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확립

○ Pyroprocess 핵물질 핵특성 분석기술 검증

○ Pyroprocess 시설의 안전조치성 분석 및 예비 평가

다. 핵주기 원격취급 기술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 산화속도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High-throughput 메커니즘 고안

-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제작

○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방안 분석

- 고하중 취급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 제작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설계 및 원형 개발

- Pyroprocess Mock-up 가상환경 구축 및 원격작업성 분석

- Pyroprocess 핵물질 흐름 분석 모델

라.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기술

○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 운반저장 logistics 최적화



- 고방사성물질운반저장 특성평가

- 고방사성물질 운반 저장 logistics 최적화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안전성 평가

-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 방안도출

- 핫셀 운반시스템 개념정립

- 핫셀 운반용기 안전성평가

- 핫셀 접속시스템 설계완료

○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저장방식 비교 평가

-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 설계기준 검토

-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방안 도출

-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저장 방식선정

마.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기술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구축 및 최적화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설계

- 핵연료주기 분석 관련 DB 구축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최적화

○ 핵연료주기 시스템 예비분석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 핵연료주기 분석 모델 개발

- 핵연료주기 시스템 예비분석

○ 핵투명성 증진방안 도출 및 이행

- 국가 핵투명성 진단

- 핵투명성 증진방안 도출

- 핵투명성 증진방안 이행

3. 연구실적 및 달성도

가. 차세대핵주기공정 실증시설 설계 기술

- 기존 변환시설을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파이로 일관공정의

공정기능 및 공정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정 운전성과 기존 변환시설의 여건,

우라늄 물질의 사용에 따른 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립한 PRIDE 시설

개념설계 및 설계요건을 분야별로 도출하였으며, 변환시설 개조공사를 위한 설계

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 본 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대형 불활성 분위기 셀을 구축하기 위

한 기반자료를 생산할 수 있었다. RIDE 시설은 엄격한 불순물 제어, 기밀성능 및

원격 운전성 등을 특징으로 설계되어, 파이로프로세스 공정을 위한 시설 조건 및

운전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셀 구조물과 셀 투시창

및 셀 접속장비 등에 대한 기능 및 특징에 대하여 설계단계의 세밀한 검토 및 개

선을 수행하여, PRIDE시설의 구조물 설계요건 및 셀장비 설계요건을 만족시키도

록 하였다.

- 기존 변환시설 건물을 개조하여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로 개조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와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분석(방사선영향평가 포함) 등의

설계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PRIDE 시설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는 PRIDE 시설의

개념설계 및 설계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2차에 걸쳐 수행되었다.

- PRIDE 시설 가동에 따른 정상 운전 및 사고 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항

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정상운전 및 사고 시 법적기준 선량치를 충

분히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PRIDE 시설 구조물의 설계 하중조건을 기준으로 구조물의 내진해석은 KBC

2005 기준에 따른 내진하중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구조 해석은 프로그램

MIDAS Gen을 사용하여 보요소 및 유한요소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셀 내부 압력조건 및 설비하중에 의한 셀 구조물 변형평가를 수행하여 PRIDE

시설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 기밀성, 원격유지보수 및 교체 시 셀 불활성 분위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셀 및 셀

장치를 설계하여, 불활성 분위기 셀 장치설계에 대한 노하우를 획득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국내 핵주기 시설 장치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수행된 PRIDE 시설의 공사는 건축공사는 건물 외관의 리모델링과 일

부 구조물 개조공사를 수행하였고, 기계설비 공사는 일부 설비를 제외하고는 제

작을 완료한 상태이며, 수배전반과 MCC반, UPS 등의 전원공급설비를 전기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출입관리 및 방사선 안전관리 장비는 제작을 완료하여 입고

된 상태이다.

- Pyroprocess Mock-up 시설인 PRIDE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Pyroprocess 공정기

술의 공학규모 Inactive 시험을 위한 국내 최초의 불활성분위기 제어시설로서, 최

적화된 설계 및 성능 평가기술을 통하여, 차세대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 및 시설

의 적합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고, 향후 공학규모 파이로 실증시설인

ESPF 구축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 Pyroprocess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핵물질계량 안전조치 기술

 본 과제는 파이로 공정의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확립 및 안전조치성 평가 등을



통해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연구개발에 대한 국제적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

한 연구 과제로서, 당해단계 연구에서 파이로 공정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실증에

필요한 단위공정 핵물질 계량관리 기술 및 핵특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파이

로 공정 시설의 안전조치성 분석 및 예비 평가 등에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

하여 소기의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다.

 8개의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대상으로 미국 LANL 및 IAEA 전문가와 국제공동

으로 ASNC의 성능검증을 실시, Cm-244의 측정오차가 1.42%로 결정되어 당초

목표치(>5%)를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미국과 IAEA의 전문가로부터 세계 최

초로 사용후핵연료 대상의 Triples를 측정한 핵물질 비파괴 계량장치라는 평가

를 받았으며, 이는 IAEA로부터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MSSP)을 요청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전해정련 공정에서 회수우라늄의 U-235 함량 측정을 위하여 피동형 중성자 계

수기와 중성자 선원(중성자 발생장치 및 Cf-252)을 결합한 능동형 중성자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중성자 선원에 의한 유도 핵분열이 최대가 되도록 중성

자 감속재의 위치와 두께를 최적화하였다. 또한, 농축도 0.7 및 2.67 wt%의 산

화우라늄 분말시료(0 - 4 kg)를 대상으로 U-235 함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오차

가 3.86%로 나타났으며(목표 측정 오차 5%), 전산 시뮬레이션

(MCNPX/ORIGEN-ARP)을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전해정련공정의 회수우라늄

에서 TRU 잔여물이 0.01%정도 혼합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측정오차로 측정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파이로 공정의 핵물질 특성 분석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십자형 시준기를 장

착한 감마선 측정 장치와 고효율 소형 중성자 계수기를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

감마/중성자 신호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Checking 감

마선원을 이용하여 감마선 측정장치의 성능시험을 완료하였다. 또한, 영광 4호

기의 J502-R13 사용후핵연료 봉을 대상으로 감마선 분광분석법에 의한 연소도

와 Pu/U 비율 측정한 결과, 화학분석값 대비 측정오차가 각각 4.5% 및 0.8%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감마선 분광법의 측정오차 5% 보다 낮은 값으로, 당초의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내부 위치별 감마 및 중성자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고리 1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C15를 비롯, 4 개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감마/중성

자 세기를 측정하고, 이 실험데이터를 미국 LLNL에 수출하였다. LLNL에서는

동 데이터를 근거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핵연료 봉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전

용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IAEA 사찰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우리의 측정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성 분석 및 예비 평가를 위하여 미국 LANL과 공동으로

100 MT-HM/년 규모의 KAPF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PRIDE 시설에 대한 IAEA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을 취득하기 위



한 초기 설계정보서(DIQ)를 IAEA에 제출하였다. 또한, 한-IAEA간 파이로시설

의 안전조치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MSSP)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안

전조치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 핵주기 원격취급 기술

핵연료주기 원격취급기술개발 연구에서는 PRIDE 목업에서 pyropocess 공정

의 실증을 위한 원격 운전/유지보수 기술 및 취급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실

적은 다음과 같다.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RFP에 제시된 연구의

목표 및 내용대로 1차년도(‘07년)에는 산화속도/회수율 향상을 위한 분말화 공정

핵심 메커니즘 고안하고, 2차년도(‘08년)에는 탈피복/분말화 공정 핵심장치 성능

평가와 일체형 장치를 설계하고, 3차년도(‘09년)에는 장치의 안전성 및 원격유

지․보수성을 고려하고, 부품들의 모듈화 및 반자동화를 반영한 고효율 탈피복/

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장치에 대한 구동시험(동작시험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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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HM/batch, 헐 길이 50 mm)등을 수행하여 100%의 헐 회수율을 얻을 수 있

었다. 또한,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도 설계 및 제작하여 기초실험을 수행

하여 문제점을 도출 및 분석하고, 이를 개선/보완 후 헐의 잔여분말 자동분리

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헐의 잔여분말 회수율은 96.25%의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당초 제시한 정량적 목표도 충분히 달성하였다.

 Pyroprocess 원격 운전/유지보수용 양팔 서보조작기 및 이의 이송을 위한 천정

이동장치를 개발하였다. 서보조작기는 한 팔당 25 kgf을 하중을 연속적으로 처

리할 수 있고 케이블 동력전달시 유발되는 모션 간섭현상이 완전히 제거되는

특징이 있으며, 천정이동장치는 동일 신장/신축 메커니즘을 고안/적용하여 정밀

한 모션이 가능하다.

 Pyro 디지털 목업 환경에서 공정장치의 원격 접근성, 취급성, 운전성 및 유지보

수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자체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Haptic Rendering 기술 및 작업영역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

하여 핫셀에서 원격 조작기로 운전되는 공정장치들에 대해 최적 배치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다양한 운전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Pyro

공정핵물질 흐름분석 모델(PyroFlow v1.0)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국내 원자력

분야에 적용하였다.

라.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기술

 본 연구과제의 주요 목표는 파이로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및 logistics



분석,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 및 안전성 평가 및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저장

방안분석 및 저장방식 선정이다.

- 파이로 공정의 핫셀 운반저장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하여 우선 고방사성물질

의 운반저장 특성 및 logistics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파이로 공정에서 고방

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분석은 발열량 및 방사능 특성 자료 생산 및 계산코

드 검증을 위해 SCALE 5.1의 ORIGEN-ARP와 SAS2H 모듈로 검증계산을 수

행하였다. SCALE5.1의 계산결과는 일본 Takahama -3(PWR)의 고연소도 SF의

핵종별 질량측정 결과와 10 % 이내로 일치하였다. “방사능/발열량 계산평가 액

셀프로그램”으로 수행한 방사능/발열량 비율(%) 평가는 TRU+RE (25.5/31.4) -

금속폐기물(0.1/0.2) - 세라믹폐기물(49.1/54) - fly ash(24/13)로 평가되었다.

- 파이로 공정물질의 특성평가를 토대로 고방사성물질 운반저장시스템이 요구하

는 특성을 평가하여, 고방사성물질 중 최대 방사능/발열량을 가진 세라믹 폐기

물은 η-γ 차폐, 2중 밀봉 및 수평접속이 필요하며, U/TRU의 저장 허용온도는

정상일 때 150℃이며, 비정상 및 사고조건일 때 200 ℃ 이하로 결정하였다.

- 파이로공정에서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저장 logistics 분석은 사용후핵연료와 고

방사성물질 운반용량 평가 및 증대방안을 초점으로 하였다. 기존 핫셀 운반용기

의 사용후핵연료 최대 적재량은 10 kg이며 신규 용기는 20 kg 가능하도록 설계

하여 2 배의 운반용량 증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신규 핫셀 운반용기는

ACP 공정물질 뿐만 아니라 파이로 공정물질의 운반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 파이로 공정물질 저장용량 평가 및 logistics 최적화는 이산사건시스템 모델링

기법을 도입한 공정물질 운반저장 logistics 분석 프로그램을 독창적으로 개발하

여 프로그램 등록하였고, 그 결과로 ESPF의 저장 용량을 캐니스터 Type-I, II,

III 및 IV에 대하여 각각 123, 288, 205 및 284개로 최적화 하였다. ESPF 저장시

설의 최대 누적 저장량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로 평가되었다.

- 파이로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및 logistics 분석은 파이로 공정물질의

운반저장 특성분석과 logistics 분석을 통해 운반시스템의 용량증대와 저장시스

템의 용량 최적화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 핫셀 운반시스템은 설계기준 검토 및 방안분석, 개념평가, 안전성 평가 및 접속

시스템 설계 및 시험 순서로 개발되었다. 접속시스템 설계 운반시스템 설계기

준 검토 및 방안분석은 핫셀 운반용기순서로기준으로 교과부고시 2008-69,

IAEA ST-1/2, NUREG-1617 등의 법규 및 규격을 검토하였고, 핫셀용기의 핫

셀 도어와 동시개폐, 단차식 밀봉, 단열/완충 우수 등의 설계요건, 안전성 평가

방안 및 취급방법을 도출하였다.

- 핫셀 운반시스템의 설계 방안분석을 위하여 적용재질의 특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완충재질 3종에 대한 충격하중 하에서의 응력-변형률 및 단열재질 4종에 대한

열특성 선도를 각각 생산하였고, 난연 최소 두께는 우레탄폼 30 mm, 발사우드



50 mm, K-Resin 30mm로 평가되었으며, 완충재질은 정적 압축과 대비하여 동

적거동일 때 응력 25 % 증가, 변형률 10 % 감소 등의 특성을 실험적 방법으로

확보하였다.

- 핫셀운반시스템 개폐방식 및 밀봉 방안분석은 프랑스 Padirac/TN 및 미국

HFEF /FCF 핫셀시스템의 직선운동을 하는 개폐 구조와 차별화시킨 독창적인

회전식 개폐구조를 개발하여 특허등록 하였다. 신규 핫셀 용기에 적용할 회전식

개폐시스템은 1/4 크기 예비모델로 작동성을 평가하여 원형 제작 시 필요한 설

계 자료를 생산하였다. 또한 핫셀 내부 벽과 용기 사이에 밀봉방식은 취급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시험모델로 작동시험과 메커니즘의 구현을 확인

하였다.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용기의 개념 및 안전성 평가는 차폐, 열, 구조, 격납 평

가 및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하였다. 핫셀 운반용기는 MCNP 코드를 이용한 결

과 최대 유효증배계수 0.56(< 0.95)로 계산하여 미임계도를 달성하였다.

MCNP-5C 전산코드로 차폐해석을 통해 사고조건에서 용기 표면 1 m에서의 선

량률이 0.12 mSv/h 이내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핫셀 운반용기의 화재사고

조건 열해석 결과 납차폐체의 최대온도가 149 ℃로 계산되어 차폐 안전성 유지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BAQUS/Explicit 코드를 사용한 구조해석에서 핫셀

운반용기 뚜껑 형식의 3종에 대한 무게중심낙하의 계산응력은 회전식 405 MPa,

상하식 427 MPa, 일반용기 456 MPa로 ASME의 허용값 833 MPa이하로 구조

적 건전성을 유지하였다.

- 고방사성물질 핫셀 접속시스템은 회전형 개폐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대차 및 개

폐 장치의 구동 모터의 출력을 계산하여 0.1 및 0.04 kW로 평가하였고, 회전부

베어링은 안전율 4 ~ 16로 고려하여 정격하중을 결정하였다. 또한 축 소 모

델을 제작하여 제작성․작동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원형시스템의 필요사양

을 도출하였다.

- 수평형 핫셀 운반시스템은 운반용기 뿐만 아니라 접속시스템에 대해 설계기준,

안전성 평가 및 시험모델을 통한 설계 성능의 검증 등으로 연구목표를 달성하

였다.

-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저장 기술은 설계기준 및 인허가 요건, 저장방안 분

석 및 임시저장시설 비교평가 및 선정하는 단계로 개발되었다. Pyroprocess 공

정물질의 임시저장 설계기준 검토는 미국 NRC에서 GNEP과 연계되어 핵연료 재

활용 방사성물질의 저장관련 평가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는 US 10 CFR Part 72,

고준위폐기물은 US 10 CFR Part 70/72, Cs/Sr 및 non-TRU는 US 10 CFR Part

30 또는 US 10 CFR Part 70/72을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물질 저장 캐니스터는 공정 물질의 종류

에 따라 Type-Ⅰ 및 Type-Ⅱ 단위 운반 캐니스터는 3단씩, Type-Ⅲ 및

Type-Ⅳ 단위 운반 캐니스터는 5단씩 저장할 수 있도록 4 가지 형태로 개념을



정립하여 설계하였다.

- IAEA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에서 방사능준위 및 열 발생률에 따라 분류하면

TRU metal, Ceramic waste(REFP), Ceramic waste(AMPF) 및 Cs+fly ash는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되고, Uranium metal, Metal waste, Tc+calcium filter 및

I+Zeolite는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되며, Vitrified waste(dirty scrap)은 방사능

준위에 따르면 중․저준위폐기물로 열 발생률에 따르면 고준위폐기물로 분류하

여 효율적인 저장방안을 제시하였다.

- 고방열성 공정 폐기물의 경우 저장 캐니스터와 캐니스터 사이의 간극은 100

mm로 적용하였으며, 고방열성이 아닌 공정 폐기물의 경우는 50 mm를 적용하

여 산출하였다. 공정 폐기물을 Vault 방식에 저장할 때 산출된 최소 소요면적을

토대로 설정한 Vault 방식의 소요면적은 약 243 ㎡으로 평가되었다.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물질 및 폐기물 저장시스템은 소요면적, 다

양한 폐기물의 저장과 냉각효율을 고려하여 Vault 방식을 선정하여 목표를 달

성하였다.

-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개발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및 방사능 독

성 저감화에 의한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술과 SFR 재순환핵연료주기 기

술의 경제성 및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방사성물질의 효율적 관리

기술의 독자적 개발을 통한 선진핵연료주기기술의 자립에 기여할 것이다.

마.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기술

-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용후핵연료의 기초정보를 수집⋅분석하여 DB화 하였

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기초정보 DB와 노물리 변수 DB를 이용하여 핵종

량⋅붕괴열 등 핵연료주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사용후

핵연료 특성치 생산시스템’ 구축하하고 이를 전문가용으로 개발하여 DB의 응용

성 확보하였다.

- 여러 핵연료주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발생량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DB화하였고, 수집⋅분석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하여 처리용량단위로 정규화하

였다. 그리고, 예비개념설계 후, 관련자료의 데이터 보정하였고, 파이로 공정팀에

서 개발한 파이로 물질흐름 자료를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재 산정함으로써

기존의 DB를 최적화하였다.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관련 국내외 연구사례 분석 및 경제성/환경영향/핵확산

저항성 평가지표(안)을 선정하였다.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와 같이 경제성⋅환경

영향⋅사회성을 주된 요소로 하되, 핵연료주기의 안전성과 기술적 측면을 강조

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지표(안)을 선정하였다. 이 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

렴(설문조사) 및 그 결과분석을 반영한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함으로써 평가지표

의 대표성 확보하였고, 핵연료주기의 지속가능성을 최상위 목표로 선정한 후, 이



를 구성하는 하위목표별 총 30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함으로써 평가지표의 다양

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INPRO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 세계 관련전문가들

과 공동으로 핵확산저항성 평가지표 개발하고 있다.

- 기존 사용중인 FAST 코드를 개선하여 11개 핵연료 주기 모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GEN-IV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DANESS 모

델을 국내의 실정에 맞게 수정⋅개선하여 DANESS-K 개발하였다. 이 코드 원

자력발전소 및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과 이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원자력

발전의 특성과 핵연료의 조성 및 연소특성 등을 모두 고려한 국가시스템 분석

이 가능하다.

- 경제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인 모델 확립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원자력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균등화가격 (Levelized Fuel Cycle Cost) 방법 적용하였다.

한편, 경제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오차를 평가할 수 있는 불

확실성 분석모델 개발을 위해 확률론적 분석방법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

을 사용한 분석모델 제안하였다.

-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다요소효용함수이론(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과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제안하였

고, 본 연구팀에서 2000년에 개발한 전기회로모델 개선하였다. 한편, 특정시설에

대한 전용경로분석을 통하여 취약부분을 발견, 분석할 수 있는 전용경로 분석모

델(Pathway Analysis) 개발하였다.

- 단위비용 생산을 위한 핵심시설의 예비개념설계를 위하여 설계범위⋅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확정하고, 시설기능 및 성능요건을 포함한 설계요건 작성하였고,

핵심공정의 참조모델을 조사⋅분석하여 기준공정을 선정하고, 공정장치⋅핫셀⋅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예비설계 완료하였다. 또한, Parametric 방법을 이용하여

파이로처리공정의 비용을 처리용량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단

가를 도출하였다.

- 국내의 원자력관련 연구개발현황과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총 5개의 핵연료주기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

였고, 선정 핵연료주기 시나리오에 대한 물질흐름분석 및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

다. 한편, DANESS-K 코드를 이용하여 직접처분주기, 습식 재처리 및 파이로

건식 처리에 대해 국가 시나리오의 동적 해석도 수행하였다.

- 외국의 핵비확산 관련 정책 및 체제와 원자력활동의 투명성 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진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치외교학계의 핵비확산 전문가들의

참여를 최대화 하였고, 정부기관⋅원자력계⋅정치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워크숍을 분기별로 개최(연 4회)하는 등 국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였

다.

- 핵비확산 신뢰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



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수준 평가하였다. 핵비확산 신뢰도의 형성요인

을 분석하고 평가지표 도출하기 위해 각 요소들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들에게 요소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 형

태의 설문을 실시하여 쌍대비교행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요소들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체제 및 핵비확산정책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

자별로 핵비확산 활동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핵비확산 신뢰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행위자의 바람직한 역할 설

정, 세부 Action item 선정, 업무분담 및 기한의 설정, 성과기준 및 목표의 도출

등의 핵비확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가로드맵을 작성하였다.

- 국제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리나라의 핵연료주기관련 연구활동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핵연료주기 연구활동에 대한 국제사

회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그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핵연

료주기본부 차원에서의 영문뉴스레터를 발간ㆍ배포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핵

연료주기 연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핵연료주기연구 홍보용

영문홈페이지 (http://nuclearancy.kaeri.re.kr) 를 구축ㆍ운영중이다.

제 2 절 대외 기여도

가. 차세대핵주기공정 실증시설 설계 기술

o 파이로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여 원자력 선진국과 대등한 핵연료주기기술 연구

를 수행할 수 있어, 국내의 핵연료 주기 관련 기술의 발전과 향후 산업화 단계

에서 상용화 기술축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으며, 독자琀핵연료주기 기술 자립으로, 해외로의 외화유출 방지 및

관련 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 본 과제에서 개발된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 설계기술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의 감용 및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 실증 연구를 위한 시험시설을 완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및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며, 원자력 기술자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긍지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핵물질계량 안전조치 기술

  ACPF의 핵물질 계량관리 장비인 ASNC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핫테스트

결과는 고방사선 핫셀 환경 내에서의 ASNC의 안정적인 동작과 Cm-244 중성

자에 대한 정밀한 측정 능력을 LANL 및 IAEA 전문가의 참관하에 입증함으

로써, 앞으로 대외적으로 사용후핵연료나 파이로공정 핵물질의 계량관리기술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개발된 감마/중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SF시편 시험결과는 화학

분석 연소도, Pu/U 비 값과 비교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연소도에서 4.5%,

Pu/U비에서 0.8% 차이로 측정 정확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앞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핵물질 핵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의 Pu 함양 측정기술 개발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RAM 감마선 분석기술은 미국 LANL과 PCG 공동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이 기술은 분석 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PRIDE의 핵물질 계량 관리에

적용이 기대된다. 미국 LANL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후속 연구를 통하여

Pu, Cm 핵분열 감마선 검증 및 사용후핵연료 계량 관리 적용 검토 등을 수행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핵물질 비파괴 분석 기술로 정립이 기대된다.

다.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

 당해단계 연구에서는 전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건식분말화 장치를 기초로

scale-up 된 공학규모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시제품 개발하고,

PRIDE 시설 내에 설치되는 공정장치와 부대설비를 원격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고하중 원격 운전/유지보수용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 시스템의 개발 및

PRIDE 시설에서의 pyroprocess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원격

취급성을 3차원 가상환경에서 분석하고 가시화 할 수 있는 pyroprocess 분석/

가시화 시뮬레이터 원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원격취급 장비는

PRIDE 시설에 설치할 예정이며,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에 분석에 적

용하여 공정장치의 원격 취급기술 확보 및 실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기

개발된 원격 운전/유지보수 기술은 공학규모 ESPF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개발한 모듈식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와 헐의 잔

여분말 자동분리 장치는 향후 공학규모인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일체

형 장치의 연속식(continuous method) 장치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경우 설계부터 제작을 100% 국산화함으로써 국

외 기술의존에서 탈피하였으며, 대외적으로 Pyroprocess의 원격취급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디지털 목업을 이용한 전산모사 분석기술은 시설 건설 및 공정장치 개발시 설

계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며 개발비용 및 기간을 혁신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YRO 시설의 디지털 목업을 구축하고 가상공간에서

원격 취급장비를 이용한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기술



- 파이로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및 logistics 분석은 파이로 공정물질의

운반저장 특성분석과 logistics 분석을 통해 운반시스템의 용량증대와 저장시스

템의 용량을 최적화시켜, 차기단계에서 공학규모 실증시험 시설에 적용할 운반

저장시스템의 용량규모 결정과 운영 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수평형 핫셀 운반시스템 개발은 운반용기 및 접속시스템에 대해 설계기준, 안전

성 평가 및 시험모델을 통한 설계 성능의 검증을 완료함으로서 향후 공학규모

시험시설에 적용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물질 및 폐기물 저장시스템은 소요면적, 다

양한 폐기물의 저장과 냉각효율을 고려하여 Vault 방식을 선정하여 목표를 달

성됨에 따라 차기단계에 공학규모 저장시스템 설계의 개념설정에 기여하였다.

-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결정과 함께 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운반

과 관련된 대국민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핫셀 운반시스

템 및 공정물질 임시저장 기술을 통해 핵물질의 운반 및 저장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개발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및 방사능 독

성 저감화에 의한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술과 SFR 재순환핵연료주기 기

술의 경제성 및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방사성물질의 효율적 관리

기술의 독자적 개발을 통한 선진핵연료주기기술의 자립에 기여할 것이다.

마.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기술

- 다양한 핵연료주기를 경제성⋅환경영향 및 핵확산저항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의 핵연료주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핵연

료주기 시스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본 과

제에서는 1) OECD/NEA⋅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내외의 연구기관⋅학계

등에서 발행한 문헌을 통하여, 2) 유관 연구팀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더 나

아가 종합파이로시설의 예비개념설계 후 관련 자료의 데이터를 보정함으로써

대내외적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또한,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가 필수적인

바, 외국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분석과정에서 반영하였고,

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 프로그램 및 GEN-IV PR&PP (Physical Protection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프로그램 등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본 과제 결과를 활용

하고 있다. 그 결과,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핵확산저항성 평가모델인 ‘전용경로

분석모델’의 경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INPRO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세

계 관련전문가들과의 검토를 거쳐 INPRO 표준방법으로 채택되는 결과를 이루



었다.

- 본 과제에서 추구하는 국가 핵비확산 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연구의 경우,

기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위탁연

구와 국내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정치외교학계의 핵비확산 전문가

들의 참여를 최대화하여 국내 핵비확산 분야에 기여하였다.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가. 차세대핵주기공정 실증시설 설계 기술

o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파이로 핵주기시설 설계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

서 추후 파이로 공학규모 실증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o PRIDE 시설은 세계 최초의 공학규모(10톤/년) 일관공정 cold 시험시설로서 전

처리공정 및 전해환원 공정만으로 구성된 ACPF(2톤/년)에서는 불가능한 산화

물연료 투입부터 최종 우라늄 잉곳과 폐기물 고화체 제조까지를 연계하여 종합

적 모의시험 및 평가가 가능하여, 파이로 기술개발을 위한 test bed 역할을 할

것이다.

o 파이로 일관공정 실증시설 (PRIDE :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설계기술개발을 통하여 공학규모 파이로 일관공정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모의연료를 이용한 inactive 시험검증을 실시하여, 각 단

위공정 및 연계 운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향후 파이로 공학규모 실증시설

(ESPF : Engineering Scale Pyroprocess Facility) 설계 및 구축을 위한 필수

설계자료 생산 및 설계 최적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감용 및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 핵연료주기 기술 실

증을 위해서는 파이로 공정 요건상 불활성 분위기의 핫셀 시험시설 개발과 더

불어 제반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핫셀 시설의 설계,

셀 장치 및 시스템 설계, 안전성 분석 및 해석 등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설

계단계부터 핵물질 보장 조치, 원격 및 유지 보수, 그리고 핵물질 이송기술 등

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o PRIDE 시설 성능 평가 및 운영을 통하여 공학규모 파이로 공정 실증시설의 인

허가에 필수적인 기본 자료를 생산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대형 불활

성분위기 순환, 제어, 냉각 시스템의 성능자료 및 이상 운전 시 아르곤 비상배

출시스템의 성능자료 평가를 통하여 ESPF 인허가에 필수적인 주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나. 핵물질계량 안전조치 기술

o ACPF의 계량관리 및 격납감시 기술과 전해정련 공정에 포함된 특수핵물질을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대용량 Pyro 시설의 핵물질 계량관리가 가능하게 되

므로 Pyro 기술의 핵확산 우려를 제거하게 된다. 또한, Pyro 핵물질 특성을 규

명하는 기술의 완성은 핵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증진뿐만 아니라 공정물질의 실

시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o 본 연구의 결과로 핵물질의 계량기술이 확립되면, 이를 IAEA에 MSSP(Member

State Support Program)로 제공하여 유사시설의 핵물질 계량을 위한 표준기술

로 공인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설하려는 공학규모 Pyro 시설의

국제적 인증과 건설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

을 수 있다.

o 사용후핵연료 및 금속전환체 핵물질 측정장치인 ASNC는 ACPF의 핵물질 계량

관리에 활용될 것이며, 유사 핵연료주기 공정의 안전조치 및 QC/QA 등의 기술

에 적용가능하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시험 장치 및 설비는 국내외 핵연료 제조

공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기술개발에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원자력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

o 능동형 중성자 측정 기술은 중성자 발생률이 낮아 수동형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염 폐기물 등의 실시간 핵물질 측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핵특성 분석 시

스템은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산업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o 새로 개발된 감마/중성자 통합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SF시편 시험결과는 화학분

석 연소도, Pu/U 비 값과 비교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연소도에서 4.5%, Pu/U

비에서 0.8% 차이로 측정 정확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

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연료형태, 농축도, 비출력 등을 갖는 SF시편에 대하여

많은 시험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화학분석 횟수를

줄이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핵물질 핵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일부

분석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핵물질 계량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중

연소도 측정시스템과 분석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전소 현장에서의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에 대한 핵특성 분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 FRAM 감마선 분석기술은 분석 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PRIDE의 핵물

질 계량 관리에 적용이 기대되며, 감마선 분광분석을 통한 Cm/Pu비 결정 기술

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Pu, Cm 핵분열 감마선 검증 및 사용후핵연료 계량 관리

적용 검토 등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 핵물질 비파괴 분석 기술

로 정립이 기대된다.

o 안전조치성 분석용 전산코드는 한-IAEA간 MSSP 과제인 “파이로시설의 안전

조치방안 개발” 과제에서의 안전조치성 분석 및 안전조치 설계 기초자료 생산에

활용될 것이며, 이 전산코드의 기능을 보완하여 PRIDE 시설의 안전조치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

o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향후 핵연료주기 공정에 pilot 또는 상

용 규모의 고효율 탈피복/분말화 장치의 설계 자료를 확보하는데 활용될 것이

다.

o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천정이동 양팔 서보조작기의 경우 PRIDE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향후 공학규모 파이로시설에서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천정이동장치의 경우 PRIDE를 비롯한 핫셀에서 공정물질의 공정간 이송

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동화 및 반자동화 개념을 적용하여 공정의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는 원자력시설의 설계단계에서 가상환경

을 이용하여 장치의 최적배치 및 원격작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 2단계

연구에서는 PYRO 시설에 설치되는 공정장치의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가상의

디지털 목업에 배치하고 원격취급 장비를 이용하여 공정장치의 원격 운전/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작업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검증 결과를 도출하여 장치의

설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 Pyroprocess 전산모사 및 가시화 시뮬레이터는 원자력시설의 원격작업을 가상

환경 하에서 실현하여 보여줌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인 Pyroprocess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계자의 설득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o 또한, pyroprocess 핵물질흐름 분석 모듈을 개발하여 pyroprocess의 전공정에

대한 핵물질흐름을 분석하였다. 이 모듈은 최적의 공정설계 인자 및 운전방안

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향후 공학규모 및 상용규모의

Pyroprocess 시설설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라.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기술

o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핫셀 운반시스템 및 공정물질 임

시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핫셀 운반시스템 및 공정물질 임시저장시스템의 국산

화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핵연료주기 기술 자립으

로, 해외로의 외화유출 방지 및 관련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산업적으로 한수원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연구와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추진될 사용후핵연

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사업에 기술이전이 가능함으로 써 국내산업의 기술자

립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Pyroprocess 운반저장 logistics 분석기술은 pyroprocess

실증시설의 공정물질 운반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국내에서 핫셀 건설이 추진될 경우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

후핵연료 소외수송 또는 중간저장시설의 수송저장 방안분석에도 직접적으로 활

용이 가능하며, 향후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과 사용후핵연료 소내저장 또는 중

간저장사업이 본격화될 때,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o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볼 때,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결정과 함

께 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운반과 관련된 대국민 관심도가 증대됨에 따라, 본 과

제에서 개발된 핫셀 운반시스템 및 공정물질 임시저장 기술을 통해 핵물질의

운반 및 저장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기술

o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구축

본 과제에서 개발한 사용후핵연료 특성ㆍ핵주기 공정 및 환경영향(폐기물발생

량)ㆍ단위시설 및 단위공정 비용 DB 등을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핵연료주기를

경제성ㆍ환경영향 및 핵확산저항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의 핵연료주기를 도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게대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현황⋅원자로 조사조건 등 국내의

현황자료를 반영하였는 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한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의 수행이 가능하다.

o 핵연료주기 예비분석

FAST 코드 및 DANESS-K 모델은 IAEA의 VISTA, OECD/NEA의 ICECAT,

CEA의 COSI, ANL의 DYMOND와 DANESS(Dynamic Analysis of Nuclear

Energy System Strategies) 등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의 핵연료주기 시스

템 분석코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에 도입될 원자력발전소의 특성과 핵연료의 조성 및 연소특성 등을 모두 고려

할 수 있다. 즉, 미래의 국가시스템 분석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핵확산저항성 평가를 위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한 ‘전용경로 분석모델’의

경우, INPRO PR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를 INPRO 표준방법으로 사용할 예정임. ‘핵비확산 신뢰도 평가방법

론’의 경우에도 그 활용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현재에는 ‘핵비확산신뢰도지수

(가칭)’ 개발을 위하여 미국 CNS(The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와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한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원자력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필요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원자력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본 과제에서 수행한 종합

파이로시설 예비개념설계는 향후 우리나라에 관련 상용시설을 건설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o 핵투명성 증진방안 이행 및 평가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에서 수행 중인 ‘핵비확산신뢰도지수’의 개발이 성공적

으로 완료된다면 향후 1) 본격적인 핵비확산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활동을 수

행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션ㆍ비전

ㆍ전략ㆍ성과목표 등의 전략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활용; 2) 핵비확산신뢰도 및

핵투명성 증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으로 활용; 3)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매년 ‘핵비확산신뢰도지수’를 발표, 국제핵비확산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확보; 4) 공동연구를 통하

여 미국의 핵비확산 전문 싱크탱크와의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 향후 대

미(對美) 원자력외교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가. 차세대핵주기공정 실증시설 설계 기술

o 파이로 일관공정 시험시설 설계요건 및 개념설계

- Issues for Conceptual Design of AFCF and CFTC LWR Spent Fuel

Separations Influencing Next-Generation Aqueous Fuel Reprocessing,

INL/CON-07-12865

- High-Level Function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the Advanced

Fuel Cycle Facility, INL/EXT-06-12059

- Conceptual Design for the Handling and Remote Disassembly of the Fuel

Element Failure Propagation Loop at the HFEF, ANL/HFEF-001

- Phase II Final Report; Feasibility Study on Commercial FR Cycle Systems,

JAEA and JAPC

o PRIDE 시험시설 기본, 상세설계 및 구축

- Phase II Final Report; Feasibility Study on Commercial FR Cycle Systems,

JAEA and JAPC

-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Technology Development Plan,

INL/EXT-06-11431

- Overview of Idaho National Laboratory's Hot Fuels Examination Facility,

INL/CON-07-13203

- Spent fuel Pyroprocessing Demonstration, CONF-950311-1

- Construction of a Post-Irradiated Fuel Examination Shielded Enclosure

Facility, INL/CON-08-13819

- The EBR-II Fuel Cycle Story, ANS

-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South, DOE/EA-0377

o PRIDE 시험시설 안전성 평가

- Advanced Fuel Cycle Facility Conceptual Design and NEPA Support

Activities, AFCF-ST-001

- Safety Analysis of IFR Fuel Processing in the Argonne National

Laboratory Fuel Cycle Facility, ANL/RE/CP-79630

- A Guide to Radiological Accident Considerations for Siting and Design of

DOE Nonreactor Facilities, LA-10294-MS

- Hot Cell Window Shielding Analysis Using MCNP, INL/CON-09-15334

- Safety aspects of the IFR pyroprocess fuel cycle, CONF-890841-4

- ANL Calculational Methodologies for Determining Spent Nuclear Fuel



Source Term, ANL/RA/CP-101396S

- Literature Review of Metal Corrosion Sensitivity in High Temperature,

High Impurity Hot Cell Atmospheres, CONF-971125-4

-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North Facility Safety Report, ANL-7959

나. 핵물질계량 안전조치 기술

o 비파괴 중성자 측정장치 관련 : 핵물질 계량관리 시스템 개발에 활용

- The Epithermal Neutron Multiplicity Counter Design and Performance Manual:

More Rapid Plutonium and Uranium Inventory Verification by Factors of 5-20,

LA-13743-M (2000)

-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ssay of Plutonium by Passive

Neutron Multiplicity Counting, LA-UR-00-4788 (2000)

- Applications of Curium Measurements for Safeguarding at Large-Scale

Reprocessing Plants, LA-UR-97-1449 (1997)

- The Use of Curium Neutrons to Verify Plutonium in Spent Fuel and

Reprocessing Waste, LA-12774-MS (1994)

- W.D. Ruhter, R.S.Lee, H. Ottmar and S. Guardini, "Nondestructive assay

measurements applied to reprocessing plants," Proceedings of the tripartite

eminar on Nuclear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at Radiochemical Plants,

Obninsk, Russia, 135~155(1988).

o 격납 감시 및 측정장치 관련 : 핵물질 모니터링 장비 개발에 활용

- James K.Halbig, "Overview of an Unattended Monitoring System",

LA-UR-01-4547 (2001)

- D.G.Pelowitz, "An International Standardized Utility to Collect Data, MIC",

LA-UR-04-4360 (2004)

- K.Alvar, "UNARM(Unattended and Remote Monitoring) an Overview of Los

Alamos Activities", LA-UR-01-3609 (2001)

- A.L.Tornton, J.K.Halbig, "BN-350 Mirror System", LA-UR-04-4402 (2004)

o 안전조치성 평가 관련 : 안전조치성 분석 및 예비 평가 연구에 활용

- Safeguardability of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LA-UR-04-4187,

LANL, USA (2004)

- IAEA Safeguards Glossary, IAEA (2001)

- IAEA Guidelines Reference Report for the IAEA SSAC Advisory Service, IAEA

(2005)

- Status and Trends in Spent fuel Reprocessing, IAEA TECDOC No. 1467, IAEA

(2005)

- Safeguards Techniques and Equipment, International Nuclear Verification Series



No. 1, IAEA (2003)

- Guidelines and Format for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Declarations Pursuant

to Articles 2 and 3 of the Model Protocol Additional to Safeguards Agreements

Details, IAEA Services Series No. 11 (2003)

- Passive Neutron Reactivity Measurement Techniques, LA-UR-99-878, LANL,

USA

- Safeguardability of DUPIC, LA-12432-MS, LANL, USA

- International Safeguards for Pyroprocesssing: Options for Evaluation,

LA-UR-03-0986, LANL, USA

- Safeguards Evaluation for a Proposed Pyroprocessing Facility, LA-UR-05-4364,

LANL, USA

- The Epithermal Neutron Multiplicity Counter Design and Performance Manual:

More Rapid Plutonium and Uranium Inventory Verification by Factors of 5-20,

LA-13743-M (2000)

- Standard Test Method for Nondestructive Assay of Plutonium by Passive

Neutron Multiplicity Counting, LA-UR-00-4788 (2000)

- Applications of Curium Measurements for Safeguarding at Large-Scale

Reprocessing Plants, LA-UR-97-1449 (1997)

- The Use of Curium Neutrons to Verify Plutonium in Spent Fuel and

Reprocessing Waste, LA-12774-MS (1994)

다. 핵연료주기 원격취급 기술

o High-throughput 탈피복/분말화 장치 개발;

- 러시아 RIAR 연구소에서는 무기용 플루토늄처분 프로그램(weapon plutonium

disposition program)의 일환으로 핵무기에서 해체된 플루토늄을 자체적으로 개

발한 건식 처리공정(DDP, Dimitrovgrad Dry Process) 및 vibropack 공정을 이용

하여 MOX로 제조한 후 BOR-60 및 BN-600에 시험 연소하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약 1.3 ton을 이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미국의 ORNL에서는 실험용 킬른형(kiln type) 건식분말화 장치가 전처리공정에

서 사용되어왔으며, AFCI의 advanced aqueous separations 연구의 일환으로

AIROX 기술에 기초한 DOEX(Decladding via the Oxidation of Spent Oxide

Fuel) 연구와 off-gas trapping을 위한 핵분열성 물질의 휘발특성 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0.5 MT/day 규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공학 규모의 건

식분말화 장치를 개발 중에 있다[3-2-1].

- 일본 CRIEPI에서는 현재 pyroprocess 공정 상용화를 위하여 high throughput의

탈피복 기술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CRIEPI에서는 LWR

MOX를 재처리하기 위한 고온 재처리공정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32, 48



및 192 ton/year 용 탈피복 장치의 개념설계를 수행한바 있다[3-2-5].

o Pyroprocess 운전/유지보수용 서보조작기 시스템 개발;

- 미국의 PaR Systems Inc.는 천정이동장치 관련 특허[302, 303]를 보유하고 있으

며, 서보조작기와 같은 원격취급장비를 정밀하게 이송하기 위한 장치 설계 및 제

작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중 하나이며, ORNL의 SNS 시설 등에 PaR

Systems Inc.의 천정이동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미국 워싱턴 Hanford site에서는 전처리, 저준위 폐기물 처리, 고준위 폐기물 처

리와 관련된 모든 공정장치의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들을 원격으로 수행하기 위

한 취급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음. 특히 유리화 공정 셀에는 1700개 이상의 원격

유지보수 대상이 있으며, 모든 파이프 연결작업, 전기 공급장치 및 제어시스템들

이 원격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천정이동 서보조작기(취급 하중 35 kgf)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 CEA LIST에서는 힘반영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 전기식 및 유압식 매니

퓰레이터, 장거리 검사로봇, 원격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주제에 대해 활발

히 연구를 수행중임.

o Pyroprocess 분석/가시화 시뮬레이터 구축 및 공정분석기술 개발;

- 일본 JAEA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첨단로봇연구협회 주도로 원자력을 포함

한 각종 산업용 로봇을 개발한 바 있음. 특히 도까이 재처리시설의 dissolver pin

hole 발생 및 누출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원격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

음. 최근에 들어와서는 도까이 유리화 시설과 재처리공정장치 시험시설을 100%

원격조작 방식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핫셀 공정장치 및 유지보수 장치의

모듈화 설계를 완료하였음.

- 프랑스 CEA-LIST(Laboratory of Applied Research of Software Technologies

of LaboFrench Nuclear Agency)에서는 3차원 가상현실 도구로이용자와 상호작

용적으로 동력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CHAVIR(CHAny er VIRt of

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미국 DOE 산하에 INL과 ANL 공동 주관으로 SINEMA(Simulation Institue

for Nuclear Energy Modeling and Analyses)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연료 사

이클을 포함한 전체적인 원자력 에너지 기반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를 개발하였다.

- 미국 INL에서는 Pyro 공정장치 및 시설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고, 공정모델링 및 운전모델링을 통해 핵물질흐름 및 물질수지도 등을 분석하

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Pyro 공정시설의 최적화 설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ANL도 상용 Pyro 공정시설의 설계단계에서 운전모델링 및 전산모사를 통해 최

적화 설계 등에 활용하고 있다.

라.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기술



o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저장 특성 및 logistics 분석

본 연구항목의 연구에서는 PYRO 공정발생 폐기물의 Waste Form 형태, 그리

고 저장방안에 대한 원자력선진국의 사례 및 기술정보 확보에 주력하였다. 특

히 미국은 금년도에 GNEP(AFCI 포함)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취소하고, 신

규 Fuel Cycle R&D 프로그램의 추진계획 발표 등의 국내.외적으로 큰 환경변

화가 있었다. 특히 기초과학기술을 확대개편을 통한 신기술 개발전략, 그리고

기술성, 안전성 관련 연구를 강화한 Fuel Cycle R&D 프로그램에 대해 다수의

정보를 확보하였다.

- Buzz Savage, "Department of Energy's Fuel Cycle R&D Program", U.S.

DOE, 2009.

- Phillip Finck, "Science Based Fuel Cycle R&D Program", Idaho National

Laboratory, 2009.

GNEP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aste Form의 붕괴열 및 방사능 세기

등에 따라 중.단기 저장, 그리고 붕괴저장 방안, 그리고 처분과 연계된 통합폐

기물관리전략에 대한 다수의 기술적 정보를 확보하였다.

- Waste Generation Forecast and Characterization Study-800 MT/year

UREX +1A, WH-G- ESR-G-00051, 2008.

- U.S. DOE, "GNEP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trategy“,

GNEP-WAST- WAST-AI- RT-2008-000214, 2008.

- Idaho National Labortory, "Advanced Fuel Cycle Facility Conceptual

Design and NEPA Support Activities“, AFCF-ST-001, 2008.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INL 국립연구소에서 UREX+1A 공정의 유사한 특성의

Waste Form을 조합 처리하는 통합저장관리기술에 대한 기술정보, 그리고

“Fuel Cycle Cost Basis” 보고서의 확보를 통해 PRYO공정발생 폐기물 최소

화 및 Waste Form의 저장관리 방안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o 본 연구항목의 연구에서는 PYRO 공정발생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핫셀 운

반시스템을 설계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TRUPACT-Ⅱ 핫셀 운반용기

및 RH-TRU 72-B 핫셀 운반용기에 대한 안전성분석를 확보하였으며, 폐기물

의 방출률 평가를 위해 PNNL에서 발간한 처분시설 평가를 위한 Waste

Form 방출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 다수의 정보를 확보하였다.



- TRUPACT-Ⅱ Transport Cask Safety Analysis Report, Rev.21
- RH-TRU 72-B Transport Cask Safety Analysis Report, Rev.4 
- Waste Form Release Calculations for the Integrated Disposal Facility 

Performance Assessment, PNNL-15198

o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저장 방안분석 및 저장방식 선정

미국 DOE는 수송, 저장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TAD 캐니스터를 개발중이

며, INL 연구소는 NSNF 프로그램을 통해 운반, 저장 및 처분이 가능한 다목

적 표준형 캐니스터의 재질노화, 취급 충격, 건조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TAD 캐니스터 및 다목적 캐니스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Pyroprocess 공정

물질의 포장, 운반 및 임시저장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Transportation, Aging and Disposal Canister System Performance 

Specification, DOC. 20080331.0001

미국의 INL은 FCF와 HFEF 핫셀에서 EBR-II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공정

(Pyroprocess)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염폐기물, 일반 폐기물

및 TRU 관련 폐기물 등의 저장 관련 기술자료를 확보하여 Pyroprocess 고방

사성물질의 임시저장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Characterization and Packaging of a Process Waste Stream for Interim 
Storage at the Radioactive Scrap and Waste Storage Facility, ANL

 - Safety Issues of Dry Fuel Storage at RSWF, ANL

마.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기술

o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관련 DB 구축

- Advanced Fuel Cycle Cost Basis, INL/EXT-07-12107/Rev. 1 (2008)

- Advanced Fuel Cycle Cost Basis, INL/EXT-07-12107 (2007)

- CID(CentralInternetDatabase), http://cid.em.doe.gov/Pages/ CIDHomeUC.aspx

(2009)



- DIRATA DB, http://dirata.iaea.org/(2009)

o 핵연료주기 예비분석

- Advanced Nuclear Fuel Cycles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NEA

(2006)

- The Economics of the Nuclear Fuel Cycl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NEA (1993)

- Workshop on Simulation and Modeling for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 Office of Nuclear Energy Office of 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Research, U.S. Department of Energy, Washington, D.C.

August 15.17 (2006)

- The Cost of Processing Irradiated Fuel From Light Water Reactors: An

Independent Assessment, EPRI NP-7264 (1991)

- AIROX Reprocessing Facility, GEN-XR-0007 (1992)

- Design Study on Advanced Nuclear Fuel Recycle System - Conceptual

Design Study of Recycle System using Molten Salt, JNC TN-9400 98-003

(1998)

- Low Decontamination Reprocessing Studies on Irradiated Uranium Dioxide

Reactor Fuel, NAA-SR-7136 (1962)

-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pent Fuel Storage and Transportation

Casks/Containers, IAEA-TECDOC-1532 (2007)

- Overview of Mineral Waste Form Development for the Electrometallurgical

Treatment of Spent Nuclear Fuel", ANL/CMT/CP-88394 (1996)

- Physics and Safety of Transmutation Systems, OECD, NEA No. 6090

(2006)

- Recycling of Nuclear Spent Fuel with AIROX Processing, DOE/ID-10423

(1992)

- Refabrication and Encapsulation of Highly Irradiated Uranium Dioxide,

NAA-SR-8231 (1964)

- Second-Cycle AIROX Reprocessing and Pellet Refabrication of Highly

Irradiated Uranium Dioxide, NAA-SR-11375 (1965)



- Economic Assessment of Used Nuclear Fuel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 Boston Consulting Group (2006)

- Forty Years of Uranium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in Perspective,

OECD/NEA (2006)

- Initial State Report for the Safety Assessment, SR-Can Technical Report,

TR-06-21 SKB, 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 (2006)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election of Away-From-Reactor

Facilities for Spent Fuel Storage, IAEA-TECDOC-1558 (2007)

- Japan's Spent Fuel and Plutonium Management Challenges, IPFM (2006)

- Mathew Bunn et al., “The Economics of Reprocessing vs. Direct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2003)

- The Economics of the Nuclear Fuel Cycl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 (1993)

- Used Fuel Disposal Centre: A Reference Concept: Volume I-III, AECL

(1992)

- Accelerator-driven Systems (ADS) and Fast Reactors (FR) in Advanced

Nuclear Fuel Cycles - A Comparative Study, OECD (2002)

- Choosing a Way Forward - The Future Management of Canada's Used

Fuel, NWMO (2005)

- Final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KBS-3, Swedish Nuclear Fuel Supply

Co. (1984)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view of DOE’s Nuclear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prepublication draft, October 2007, (2007)

- Nuclear Waste Disposal : Alternatives to Yucca Mountain, US CRS (2009)

- Project Alternative System(PASS) Final Report, SKB-TR-93-04 (1992)

-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Finland, NEA-37-RWMC Item 15 (2004).

- Summary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on the Concept for Disposal

of Canada's Nuclear Fuel Waste, AECL-10721 (1994)

o 핵투명성 증진방안 및 핵확산 저항성 평가

-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LMFBR and Advanced Converter Fuel

Cycles with Quantification of Relative Diversion Resistance. Final Report,



MIT-NE-238,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Energy Laboratory,

Boston, (1980)

- A Multi-attribute Utility Approach to Generating Proliferation Risk Metrics.

LA-UR-96-3620,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os Alamos New

Mexico (1999)◦Proliferation Resistance Characteristics for Civilian Nuclear

Fuel Cycles Assessments, 27th ESARDA Annual Meeting Symposium on

Safeguards and Nuclear Material Management, London, May 10-12 (2005)

- 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Panel on

Reactor-Related Options,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Excess

Plutonium: Reactor-Related Option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5)◦Guidelines for the Performance of Nonproliferation

Assessments,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Nuclear Society 87:365-366

(2002)

-Nuclear Proliferation and Civilian Nuclear Power, Report of the

Nonproliferation Alternative Systems Assessment Program, Vols. I-IX. U.S.

Department of Energy, Washington, D.C. (1980)

- Nonproliferation Impact Assessment for the GNEP Programmatic

Alternatives (NPIA), DRAFT, DOE/NNSA (2008)

- The Technological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Global Civilian Nuclear Power Systems. Report by the Nuclear Energy

Research AdvisobalCounciy Resthe U.S. Department of Energy, "TOPS"

Task Force, Washington, D.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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