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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정․보완요구사항 반 내용 요약

주2)
비 고

•SF에 한 연소이력

이에 따른 샘 링

방법 등을 정립하여

제시요망

•본 연구과제는 한-미 공동결정(JD)에 의거하여

고방사성 핫셀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과제로서,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후행 핵

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필수 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자료 확보에 주

력하여 연구를 수행하 음

•따라서 DFDF(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핫셀에서 다양한 연소도 범 (30～

65GWd/tU)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증연

구를 수행하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내

PIEF에 장 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하여

핫셀 시험에 이용하 음

•시험에 사용된 상 사용후핵연료는 연소이력

(연소도포함)을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PIEF

에서 기 구축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연소

도 분포 연소이력 자료를 확보하고,이를 이

용하여 사용후핵연료내 핵종 Inventory를

ORIGEN 코드를 이용하여 구한 후 시험 자료

분석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음.

•건식 재가공한 사용후핵연료 분말,소결체 등의

화학분석을 한 샘 링 방법은 기 구축된 품

질보증 시스템을 이용하 으며,사용후핵연료

핫셀시험을 주로 수행하는 제 1 세부과제인

“건식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의

보고서에 세부 으로 기술하 음.

제 1

세부과제

1단계보고서

P.17-18

2단계보고서

P.28-30

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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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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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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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1102

○ 사용후핵연료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이로 공정을 포함한 후행 핵연료

주기에 필수 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처리 기술 공정폐기물 감용

핵심 기술을 개발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이용 핫셀 시험을 통

한 처리공정 련 핵심기술 검증 →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기술,열처리

시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자료 확보,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휘발성 산화공정 이용 다공성 연료입자

UO2 펠렛 제조조건 확립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성능시험

→ Cs,Re,I:각각 포집효율 99% 이상 확보

-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기술 개발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분석/처리장치 설

계 폐필터 인산세라믹 고화체 개발,폐 피복 처리를 한 염소화/ 해정련법

기 실험 수행 → 99% 이상 순도로 Zr회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휘발성 산화장치,다공성 입자,

처리 공정폐기물,감용기술,탈피복-분말화, 휘발성 핵종,

비개념설계

어

Spentfuel,Dryrefabrication,Granulatingfurnace,Porous

particle, Process waste, Key technology, Decladding-

powdering,Semi-volatilefission products,Pre-conceptual

design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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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제목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II.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제 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 를 맞이하여 지속 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해서

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필연 이며,국제 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

확산성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해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

공 기술 개발이 필수 이지만,국내 여건상 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이용 연구는 극히 제한 이다.그러나 본 과제는 재 한-미 간 공동결

정(JD)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연

구 과제로서,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해 필수 인 공통 요소 기술과 사용후핵

연료 특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그 동안 축 된 기술과 know-how,그리고 사용

후핵연료 특성 자료들의 확보를 지속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과제를 통

하여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다

양하게 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연구 추진 계획과 련하여 추진 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은 크게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 처리 기

술"과 " 이로 건식처리 공정 기술"로 별할 수 있으며, 재 추진 인 이로 건식

처리 공정 기술 개발을 해서는 선행 공정인 처리 공정 기술이 필수 으로 확보되

어야 한다.따라서 이로 공정 개발 시기 수 과 비교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 고도화 연구는 새롭게 진입하는 단계로 단되며,“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

공 기술 개발 과제”에서 확보한 기술/시설/인력을 기반으로 처리 공정 기술 개발 속

도를 증 시킬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 기술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은 크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단공정,탈피복 공

정,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분말화 공정),건식 배기체 포집처리 기술, 처리 공정 폐

기물(집합체 구조물,폐피복 ,핵종포집 폐필터,공정 스크랩 등)처리 공정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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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공정으로 구성되며,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처리 공정 기술 개발시에는

실제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반 한 핵심 기술 검증 향후 핫셀 운 을 고려한 처

리 공정 장치 개발이 필수 이다.

III.연구개발의 내용 범

1.단계 목표

가.1단계 목표 (‘07.3.01～ ’10.02.28)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의 향

분석

나.2단계 목표 (‘10.3.01～ ’12.02.29)

○ 사용후핵연료 이용 처리 공정 핵심기술 검증

○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 처리 공정폐기물 처리 핵심기술 개발

2.주요 연구 수행내용

□ 1단계 주요 연구내용

가.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1)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 개발

(2)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3)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4)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나.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개발

(1)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 개발

(2)휘발성 산화처리 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3)폐피복 염소처리 기술개발

(3)DFDF핫셀 공정장비 운 고도화

다.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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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2)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속 환체 제조 기술 분석 표 확립

(3)재가공 속 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4)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향 분석

(5)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 2단계 주요 연구내용

가.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1)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2)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3)사용후핵연료 검증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 개발 비 개념

설계

나.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1)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2)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3)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개선

(4)DFDF핫셀용 원료입자 제조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다.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기술 개발

(1)폐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2)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 설계

(3)배기체 폐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IV.연구개발결과

□ 1단계 연구개발 결과

1.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 분말화 기술 개선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율 특성 평가 자료 확보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 입자크기 분포 특성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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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 /고연소도 혼합분말 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 자격화 공정 성능 검증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 연소도 범 사용후핵연료 상,각 단 장치별 자격화 공정 조건 재설정

나.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건식 재가공 공정을 이용한 표 물질 제조 개념 설정

○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 물질 제조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형 표 물질 제조 특성 평가

-분말형 표 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물질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평가

○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 물질 제조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펠렛형 표 물질 제조 화학분석 자료 확보

-연소도 혼합 분말 이용,제조한 펠렛형 표 물질 핵물질 분포 특성 U,Pu,

연소도 측정 자료 분석

다.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SIMFUEL이용)

-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열처리 온도별 희토류원소 복합성분 상분리율 특성 분석

-희토류원소 상분리 공정 물질수지 설정 응용성 분석

○ 기계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SIMFUEL이용)

-희토류원소 기계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방법 선정 :고구배 자성분리 기술

-기계 방법에 의한 열처리 조건별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

○ 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SIMFUEL이

용)

-자성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 효율 개선

-고온 열처리 분말 내 희토류원소 함량별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라.Single 극 모듈식 다발 용 장치 제작

○ 핫셀 원격 용 기술성 분석

-Zr-4 합 원격 용 기술 분석 공정 변수 특성 평가

-원격 다발 용 장치 모듈화 비 개념 설정 기본 설계 자료 생산

○ 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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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모듈화 상세 방안 설정

-상단 용 장치 모듈별 상세 설계 도면 작성

-핫셀 용 성 평가를 한 정 치수 측정 기술 분석

○ 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하단 용 장치 모듈화 개념 설정 상세 설계 자료 생산

-Pro-E이용 모듈식 용 장치 원격성 모의 시험

-모듈식 상·하단 용 장치 조립 제작

2.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공정 개발

가.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 연소도(37GWd/tU)사용후핵연료의 2.5cm Rod-Cut의 경우 500℃,공기분

기에서 10시간 산화탈피복시 탈피복율 99%이상

○ 고연소도(50GWd/tU 이상)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로

회 운동이 필요함을 확인

○ 고효율 수평형 기계 슬리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GWd/tU,

Zirlo피복 )를 슬리 하 음.탈피복율 약 74% 고,피복 내면에 26% 핵물질

잔류.

○ 수평형 기계 슬리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1개를 슬리 하는데 약

0.5분 소요되는 효율 인 공정임.

나.휘발성산화공정 배기체처리기술개발

○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 를 한 휘발성 핵종 산

화처리 단계의 조건 도출(700℃,3시간,산소) 고온 단계의 조건 도출(1200℃,

3시간,7≦압력(torr)≦76)

○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해환원이 용이한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가능성 확인 국내특허 출원

○ 200gHM/batch규모 휘발성산화장치 배기체 실험장치 설계,제작 기술 확보

○ 선택 세슘 테크네튬 포집필터 개발

○ 사용후핵연료 이용 필터의 포집성능 확인 운 자료 확보

다.폐피복 염소 처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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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방법을 이용한 Zr산화피막 제거기 개발

○ 온도,염소농도 변화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 폐피복 염화물 불순물 제거 실험 장치 설계 제작 열처리 실험시 불순물

(Fe+Cr+Sn)함량 감소 실험자료 확보

라.DFDF핫셀 공정 장비 운용 고도화

○ DFDF핫셀의 10 원격조정기를 안 하게 해체,제염,고장수리,설치 재사용

○ IAEA로부터 DFDFRoofDoor개방 핫셀 폐기물 RWTFMonolith이송 장

련 승인 취득

○ DFDF핫셀 최 로 폐기물 이송용 캐스크와 RoofDoor를 통해 5개 폐기물 용기

RWTFMonolith로 안 하게 이송 장

3.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특성 연구

가.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열/기계 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확립

-연소도에 따른 링조건,성형압력,소결조건 등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확립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연소도 함수의 용융 모델 도출

-분말화시간,산화유도시간,산화속도,활성화에 지의 온도와 연소도함수 모델

도출

-연소도별 모의 산화물 환체의 크리 변형속도,항복응력,탄성계수 온도함수

모델 도출

○ 재가공 속 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비열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도,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확산도,열 도도 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산화속도 모델 도출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공기분 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나.건식 재가공 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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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물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속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확산계수 모델 제시

다.물성 측정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평가

○ 표 물질를 이용한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가식 제시

○ 시스템 교정을 통한 불확도 평가 기술 개발

-표 물질 이용 산화속도,비열,열팽창,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

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 2단계 연구개발 결과

1.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가.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설계,제작

-기존 수평식 탈피복 장치의 핫셀 운 결과를 반 하여 사용후핵연료 연속 장

입,탈피복후 사용후핵연료 회수,탈피복후 폐 피복 연속 단방법 등의 개선

항목 도출.

-개선된 사항을 반 한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설계 제작 함.

-Dummy연료 을 이용한 비 성능시험을 통해 연료 의 연속장입을 확인하고

3.8m 길이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이 10분 이내에 가능함을 확인함.

○ Mock-up시설 이용 장치 성능시험

-Mock-up시설에서 각 모듈별 단 장치의 분해 조립 성능시험을 수행함.

-Dummy연료 을 이용한 탈피복 성능 비시험 후 개선사항을 반 하여 탈피

복 장치 제작.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분말화 효율평가

-사용후핵연료 체를 이용해 역별로 기계 탈피복을 수행하고 회수된 사용

후핵연료 입자 특성 제조된 분말의 혼합 특성 시험 수행.

-연료 좌․우측의 연소도 부분을 포함한 연료 체 (3.8m)를 이송하 고,

총 이송량은 4.85kg(U)이었음.



-viii-

- 기계 탈피복을 이용한 앙 부분의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은 약 88%로,약

13%의 잔류 사용후핵연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좌우측 역의 경우 탈피복율

이 99% 이상으로 확인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기계 탈피복율은 감소함.

-감마 핵종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체 연료 내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의한 균질

도 즉 평균값을 기 으로 편차 %는 4시간 혼합시 약 6%로 나타남.

○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검증

-효율 인 사용후핵연료 회수를 한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 검증

실험을 수행함.

-수평식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개발 황을 제시하고 연소도별 기

술 검증 시험을 수행함.

나.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Ru,Tc,Mo,Rh,Cs)방출거동 평가 방출거동 평가

-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시험을 한 핫셀장치의 보완 작업을 수행함.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시험조건을 설정하기 해 주입가스 종류에

따른 변화를 찰하고 감마스펙 화학분석을 통해 방출거동을 분석함.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핵종 방출율이 연소도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

며 기체 종류에 따른 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화학분석을 통한 결과 분

석의 경우 Ru/Mo/Rh에 한 잔류물 분석 확인이 필요함.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을 통한 핵종 방출율 평가 결과,Ru은 거의 량 방출(～

99%),Cs핵종은 94%로서 기존 방출율 자료와 유사하며,Mo는 54%,Rh은 ～

94%로 나타남.

-2차 시험 결과,Ru-106의 방출율은 평균 70%,Cs-134는 평균 91%,Cs-137은

평균 84%로 확인됨.

○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고연소도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된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

를 측정할 수 있도록 sieve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함.

○ 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성장 특성 평가

-열처리 조건에 따른 입자 분포도 분석 결과,500oC산화 분말은 40 μm 이하

가 부분인 반면,고온 열처리분말은 70μm 이상이 71% ～ 74%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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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용후핵연료 검증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개발 비 개념설계

○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도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핫셀 시험 경험을 반 하여 효율 인 핵물질 회수

를 한 건식 처리공정 개념설계 필요성을 제시함.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별 (집합체 해체,연료 인출, 단,탈피복-분말

화,혼합,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세부 기술을 평가하여 효율 인 방안을 선

정하고 설계요건을 도출함.

○ 처리 공정장치 원격 운 특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설계요건을 바탕으로 원격성 에서 기술을 평가하

여 원격 운 성이 좋은 단방식과 운 효율성이 좋은 트 제거방식이 합한

기술로 고려됨.

-탈피복장치 원격운 을 한 장치 모듈화 분석 평가를 수행하여 주 모듈들의

분해조립이 원활함을 확인함.

○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 설계

- 처리 단 공정별 개념 설계를 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정함.(해체 :

drilling방식, 인출 :multi-연료 인출방식, 단 :multi-연료 단

방식,탈피복-분말화 :산화 방식,혼합 :V type그리고 원료물질 :Fragment

다공성펠렛.

-원격성 처리 단 공정장치 설계를 하여 모듈화 요건이 고려되었으며,Solid

Works 로그램을 이용하여 3D를 구축하 고,모듈화 함.

- 처리 공정 개념시설은 mechanicalcell,chemicalcell로 구성 하 으며,단 공

정들 요건들과 시설 주요요건을 고려하여 개략 인 시설 인허가 항목을 도출함.

2.고도 처리 단 공정기술개발

가.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 조건별 실험

-200gU3O8분말이용 UO2+y다공성입자 제조조건별 실험

-운 변수에 따른 입자제조 실험 :온도 1150~1200
o
C,반응시간 5~10,회 속도

1~5rpm

-입자 그래뉼 특성 분석 :입도분포(그래뉼 회수율), 도 기공율,구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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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강도 등 분석

○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기술 확립

-알곤분 기,1200℃,10시간,2-3rpm 에서 1mm이상 UO2+x그래뉼 85% 이상 회

수

-4%H2-Ar분 기,700℃,5시간 운 에서 쇄강도 13N이상 UO2그래뉼 제조

-U3O8분말을 링 윤활제 혼합 없이 300∼500MPa에서 성형하여 이론 도

의 58∼72%의 압분체 제조

-압분체를 아르곤분 기 1200∼1400℃에서 소결하여 이론 도의 약 55∼80%인

다공성 펠렛 제조

나.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제작

-PWR( 기농도:4.5wt.%,연소도:55,000MWd/tU,냉각기간:10년)사용후핵연

료를 선정하여 50kg-HM/batch규모의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고

제작

-Cs,Rb,Cd핵종은 flyashfilter(porousinorganicfilter),Tc,Mo,Te,Se핵종

은 Cafilter(porousinorganicfilter),그리고 I Br의 포집은 AgX로 포집하

며,최 포집 온도가 각각 900℃,700℃ 250℃가 되도록 설계

○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성능 실험 평가

-내경 250mm 크기의 다공성 디스형 석탄회 칼슘 필터를 개발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Cs포집효율 99%,칼슘필터를 이용하여 Re포집효율 99%,

AgX필터를 이용하여 I포집효율 99% 이상 확립

다.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개선

○ 휘발성 산화장치 품질 리 장치 구축

-용량 50kg/batch회 형 휘발성산화장치 구축

-품질 리 장치 구축:입도분석, 도 기공율,구형도,압축강도 측정 등

-원료입자 특성 분석 차서 작성

○ 운 조건별 장치 성능평가

-회 부 틸 부 구동 성능 검 완료

-장치 성능시험

․가열 회 시험 :∼1200℃,4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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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료 획득 소 트웨어 검

○ 원료물질 특성 분석 공정 개량

-원료물질의 구형도,강도, 도 측정 분석

-공정 개량 보완을 해 입도분 기,Ar충 기(원료물질 이송용기),분진제거

기 등 설계

○ 휘발성 산화 공정 장치 설치 운

-휘발성 산화장치의 집 하 을 받는 특수형 로터리 조인트의 베어링 오링

부분 개선

-휘발성 산화 장치를 한 원공 유틸리티 설비를 제작 완료하 음

라.DFDF핫셀용 원료입자 제조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 1kgHM/batch용량의 회 형 휘발성산화장치,∼13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

질 선정,산화탈피복 고온 열처리가 가능

○ PWR( 기농도:4.5wt.%,연소도:55,000MWd/tU,냉각기간:10년)사용후핵연

료를 선정,1kg-HM/batch용량,voloxidation공정 FPs휘발량,포집매질의

특성,배기가스 이송 배 유지온도 단 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기 안 고려

3.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가.폐피복 처리 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 고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시간에 따른 폐 피복 의 산화층 두께와 산화속도는 선형 으로 증가하 으나,

온도에 따른 산화층 두께와 산화속도는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 음.

-사용후핵연료 피복 내면의 핵분열생성물 침투층 깊이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표면에 들러붙은 핵분열 생성물은 산화탈피복에 의해 부분 제거됨.

○ 폐 피복 최 처리 방안 수립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방법의 특징과 장,단 을 분석한 결과,폐기물 양을 획기

으로 이기 해 Zr을 선택 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염소화법과 해정련법을 최

처리방안으로 선정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제작

-염소화 장치의 경우,가열기 내부에 삽입되는 석 재질의 튜 간에 석 필

터를 넣어 피복 이 지지됨과 동시에 상부에서 하부로 주입된 염소기체와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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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반응에 의해 기화된 ZrCl4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하 음.

- 해정련 장치의 경우,처리하는 피복 의 양을 기 으로 양극 바스켓의 크기를

정한 뒤,음극,기 극,교반기,열 를 주변에 배치하 으며,음극과 양극

사이의 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반응기를 설계하 음.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Zircaloy-4에 한 염소화 실험 결과,99% 이상의 순도로 Zr을 회수할 수 있었

으며,500도에서 산화된 피복 의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없이 염소화 공정을

통해 ZrCl4의 회수를 성공 으로 수행함.

-LiCl-KCl-ZrCl4의 용융염에서 해정련 시,Zrrod를 양극으로 이용하 을 때

Zr의 환원은 Ag/AgCl을 기 으로 -1.15V에서 산화는 -0.78V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순도 99% 이상의 Zr 착물을 얻음.

나.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 설계

○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구조재 폐기물은 노내에서 방사화되어 생성된 핵종 Co-60,Ni-59,Ni-63,

Nb-94등은 처분농도 기 치를 과함.

○ 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수립

-핫셀 내에서의 처리를 고려하여 공정의 단순성,원격성,유지보수 가능성,핵확

산 항성 등을 고려하여 상용화된 기술 압축처리를 후보기술로 선정하 음.

-골격체 체를 일시에 압축시키는 방법(작용압력이 커짐과 동시에 작업 면 이

증 함)보다는 지지격자를 심으로 측면방향으로 단된 부품을 압축시키는 것

이 좋을 것으로 단됨.

○ 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 자료 생산

-구조재 폐기물의 이론 압축비는 14:1이며,이론 도의 80% 까지 압축 할 경우

압축비는 11이 됨.

-지지격자는 평면압축의 경우 최 감용율이 83%,측면압축율이 90%로서 측면

압축이 평면압축보다 유리한 것으로 단됨.

○ 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장치 설계

-핫셀의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구조재 체를 압축하는 것보다는 단/ 단 공정

을 도입하여 당한 크기로 자른 후에 압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됨.

-최 압축력은 500톤,최 행정은 500mm,최 행정속도는 분당 300mm를

설계기 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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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기체 폐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 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공정에서 배기체로 발생하는 Cs-137,Tc-99,I-129등의

핵종들을 세라믹 필터로 포집하며,사용후 폐 필터는 처분장 기 을 만족하지

못해 고 폐기물로 분류될 것으로 상함.

-폐 필터의 휘발 실험 결과 Cs은 900℃,Re은 700℃,I은 200℃부근에서 휘발

가능성 있음.

○ 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리방안 수립

-유리고화체와 Synroc공정은 핵종의 휘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하지 않고,유

리세라믹은 flyash필터에 용가능하나 Ca,AgX필터에는 용 불가능함.

-인산세라믹 공정은 핵종의 휘발 염려가 없고 기계·수화학 물성이 우수한 것으

로 알려진 공정으로서 공정의 단순성,내침출성 등을 고려하여 인산세라믹을 최

처리방안으로 선정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 제작

-고화체의 균질성을 향상시키고자 분말 100g을 처리할 수 있는 grinder를 제작

하 으며,혼합을 해 최 RPM 500의 속도로 회 하는 볼 을 제작함.

-압축강도 자동 측정을 해 DAQ보드와 LabView 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강

도 측정기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자동화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자료생산

-Grinder의 분쇄에 따른 입자 크기 감소는 1분 이내에서 두드러졌으며,볼 의

RPM이 간 정도(60)일 때 분말의 혼합률이 가장 우수하 음.

-인산세라믹 고화체의 단기 침출시험 결과,flyash폐 필터를 loading한 고화체

의 경우 Cs의 침출률은 10-2g/m
2
·day정도의 양호한 값을 나타냄.

V.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기술 개발의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기반기술로 활용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하

여 범 하게 활용

○ 사용후핵연료 고도 처리공정 기술 확보를 통해 이로 기술을 이용한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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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고속로 재순환 기술개발에 기여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련 분야에 직 으로 활용.

○ 다양한 연소도 범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처

리 공정,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에 한 원천 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장 재순환,처분 등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에 필수 인 기술

자료로 응용 가능함.

○ 고도 처리공정에서 새롭게 제조된 다공성입자로 해환원속도 증 ,염의 이송

(carryover)최소화,충 도 증가 기

○ 일 공정 시험시설 휘발성산화장치 가동으로 해환원 공정에 원활한 원료입자

공 기

○ 공정 폐기물의 재료특성,핵종 특성 방사화 특성 등은 처리 공정 폐기물의 처

리 리 방안 수립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처리 공정 폐기물의 최 처리방안 수립 결과는 공학규모 처리장치 개념설계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 이용 처리 공정기술 검증 설계 기반자료로 활용

○ 공학규모 처리 원격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자료 확보 가능

○ 사용후핵연료 이용 처리 공정기술 검증 설계 기반자료로 활용

○ 공학규모 처리 공정장치 설계에 필요한 탈피복-분말화 공정기술로 활용

○ 고도 처리 공정에서 핵종 제거 분말 입자성장 공정 조건 검증 가능

○ 공학규모 처리 원격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자료 확보 가능

○ 공학규모 처리 공정시설 인허가 기본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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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ProjectTitle

DryRe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SpentNuclearFuel

II.ObjectivesandNecessitiesoftheProject

Technology developmentfortheproliferation resistantnuclearfuelcycleis

necessarytosustainthepeacefuluseofnuclearenergyinthenuclearrenaissance

era.Itis necessary to develop dry refabrication technology forthe advanced

proliferationresistantnuclearfuelcycle.However,fuelcyclestudiesusingspent

fuelarelimited in ROK.In thisstudy,experimentsofdry processby using

SIMFUEL wasconductedandimprovementsin DUPIC processtechnology was

performedasanoptionofdryprocess.Itispossibletoobtainkeyexperimental

dataandimportantspentfuelpropertiesfrom thisstudy,whichareapplicableto

nuclearfuelcycletechnology fortherecycling ofthespentfuelwith various

fissionproductelements.

Advancedfuelcycletechnologyunderdevelopmentforrecycleofspentnuclear

fuel,basedonthelong-term R&D planfordevelopmentoffuturenuclearsystem,

canbecategorizedintotwopartsof"head-endtechnology"and"drypyro-process

technology"forPWR spentnuclearfuel.Developmentofthehead-endtechnology

isessentialtocompletethedrypryo-processtechnologyasthehead-endprocess

shouldbeperformedpriortothepyro-processing.ResearchstatusoftheSNF

head-endtechnologyisabeginninglevelcomparedtotheperiodandlevelofthe

pyro-process technology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ies/facilities/human resources developed by the "Dry Re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ofSpentNuclear Fuel" projectmightcontribute to

acceleration of the pre-treatement technology R&D and to verification of



-xvi-

fundamentaltechnologiesemployingSNF.

Thehead-endprocessiscomposedofdisassembly/cuttingprocess,decladding

process,advanced oxidation process (pulverization process),off-gas treatment

technology,and head-end process wastes (including skeleton waste,decladded

hulls,off-gasfilters,andscraps)technology.Inaddition,itisessentialforthe

developmentofthehead-endtechnologywhichemployssimulatedspentnuclear

fuel,todevelopprocessequipmentsreflectinghotcelloperationplanandtoverify

thekeytechnologiesreflectingpropertiesofspentnuclearfuel.

III.ScopeandContentsoftheProject

1.ResearchScope

A.ResearchScopeof1stPhase(‘07.3.01～ ’10.02.28)

○ Remotefabricationtechnologyimprovementsofdryprocessoxideproducts

usinghighburnupspentfuel

○ Developmentofadvancedhead-endprocessofspentnuclearfuelandoff-gas

treatmenttechnology

○ Analysisoftheeffectsofimpuritiesonthematerialspropertiesandfission

gasdiffusionbehaviourofdryprocessproducts

B.ResearchScopeof2
nd
Phase('10.3.01～ ’12.02.29)

○ Verificationofkeytechnologiesindryrefabricationprocessusingspentfuel

○ Advancedhead-endunitprocessdevelopment

○ Keytechnologydevelopmentforhead-endprocesswaste

2.MajorResearchScope

□ MajorResearchScopeof1
st
Phase

A.Developmentoffabricationtechnologyfordryprocessoxideproducts

(1)Remote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dryprocessoxideproducts

usinghighburnupspent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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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spentfuelstandardmaterial

(3)Characterizationoftheseparationbehaviourofrareearthelements

(4)Fabricationofmodulatedbundleweldingequipmentusingsingleelectrode

B.Advancedhead-endprocessdevelopmentofspentnuclearfuel

(1)Developmentofspentfueldecladdingtechnology

(2)Developmentofoxidationprocessandoff-gastreatmenttechnology

(3)Developmentoftreatmentofzircaloytube

(4)ImprovementofDFDFhotcellprocessequipmentoperation

C.Researchonthepropertycharacteristicsofdryprocessproducts

(1) Characterization of thermal/mechanicalproperties ofdry process oxide

products

(2)Analysis offabrication technology and standardization ofsimulated dry

processmetalproducts

(3) Characterization ofthermal/mechanicalproperties ofdry process metal

products

(4)Analysisoftheeffectsofimpuritiesonthefissiongasdiffusionbehaviour

undertheHANAROirradiationtestconditions

(5)Developmentofuncertaintyanalysistechnologyforthereliabilityassessment

ofmeasuredmaterialspropertiesdata

□ MajorResearchScopeof2
nd
Phase

A.Verificationofkeytechnologiesindryrefabricationprocessusingspent

fuel

(1)Developmentofcombined mechanicaldecladding-powdering technology of

spentfuelrods

(2)Evaluationofsemi-volatilefissionproductsreleasebehaviorandthermal-

treatedpowderparticlespropertieswithvariationofspentfuelburn-up

(3)DevelopmentofdesignrequirementsandPre-conceptualdesignforremotely

operatingequipmentthroughverificationofspentfueltreatmenttechnology

B.Advancedhead-endunitprocessdevelopment

(1)Raw materialmanufacturingtechnologyforelectroreductionprocess



-xviii-

(2)Off-gastreatmenttechnologyforengineeringscalehead-endprocess

(3)PerformancetestandimprovementofthegranulatingfurnaceforPRIDE

C.Keytechnologydevelopmentforhead-endprocesswaste

(1)Developmentoftreatmentprocessandkeytechnologyfordecladdedhull

(2)Developmentoftreatmentprocessandequipmentdesignforskeletonwaste

(3)Developmentoftreatmentprocessandkeytechnologyforusedoffgasfilter

IV.ResultsoftheProject

□ Resultsofthe1
st
Phase

1.Developmentoffabricationtechnologyfordryprocessoxideproducts

A.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usinghighburnupspentfuel

○ Improvementofdecladdingandpowderingtechnologyofhighburnupspent

fuel

-Improvementofdecladdingandpowdering technologyofspentfuelwith

higherburnupmorethan50,000MWd/tU

-Characterizationofoxideproductspowder

○ Characterizationoffabricationpropertiesofdryprocessoxideproductsusing

highburnupspentfuel

-Characterization offabrication propertiesofoxideproducesusing mixed

burnupspentfuel

-Evaluationoftheeffectsofheattreatmentontheoxideproductsfabrication

properties

○ 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dryprocessoxideproductsusinghigh

burnupspentfuel

-Optimizationoffabricationprocess

-ComprehensiveevaluationofQAremotefabricationprocess

B.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spentfuelstandardmaterial

○ Fabricationtechnologyanalysisofoxidespentfuelstandard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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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methodologyofpowder-typeandpellet-typespentfuelstandard

material

-Fabricationtechnologyanalysisofoxidespentfuelstandardmaterial

○ Fabricationofpowder-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Fabricationandcharacterizationofpowder-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Characterization offissile materialand fission products distribution in

powder-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 Fabricationof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Fabricationandcharacterizationof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Characterization offissile materialand fission products distribution in

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C.Characterizationofthepowderingbehaviourofrareearthelements

○ EvaluationofpowderingbyoxidationprocessofSIMFUEL

-Powdering phase behaviorofrare earth elements by high temperature

oxidation

-Applicabilityevaluationofrareearthpowderingtechnology

○ EvaluationofpowderingbymechanicalprocessofSIMFUEL

-Selectionforcandidatemechanicalpowderingtechniques

-Characterizationofmechanicalpowderingperformanceofrareearth

○ Fabricationbehaviourofoxideproductswithlowerrareearthelementcontent

byusingSIMFUEL

-FabricationofSIMFUELpowdercontainingrareearthelement

D.Fabrication of modulated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 Analysisofremoteweldingtechnologyforhotcell

-AnalysisofremoteweldingtechnologyofZr-4end-plate

-Basicdesignofmodulatedremotebundleweldingequipment

○ Fabricationofmodulatedupperbundleweldingequipmentusingsingle

electrode

-Conceptualizationofmodulatedupperbundleweldingequipment



-xx-

-Detaileddesignofthemodulesofupperbundleweldingequipment

○ Analysisofdimensionalmeasurementtechnologyforweldabilityevaluationsin

hotcell

○ Fabrication of modulated lower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Designofmodulatedlowerbundleweldingequipment

-Simulationofremoteoperationofthemodulatedweldingequipmentbythe

Pro-Eprogram

-Assemblingofmodulatedweldingequipment

2.Advancedhead-endprocessdevelopmentofspentnuclearfuel

A.Developmentofspentfueldecladdingtechnology

○ 2.5cm rod-cutoflow burnupspentfuelwith37,000MWd/tU showedthat

decladdingyieldismorethan99% whenheattreatedat500℃,for10hours

inairatmosphere.

○ Highburnupspentfuelrodwith50GWd/tUshowed30% ofdecladdingyield.

○ Highburnupspentfuelrodwasslittedbyusingahighefficiencyhorizontal

mechanicalslittingmachineandthedecladdingyieldwasabout74%.

○ One25cm rod-cutwasslittedin0.5min.bythehorizontalslittingmachine.

B.Developmentofoxidationprocessandoff-gastreatmenttechnology

○ Optimizationoftheoxidationprocessconditiontoincreasetheremovalratio

ofthesemi-volatilefissionproductsintheprocess:700℃,3hours,oxygen

○ Fabrication of the sphericalporous particle by using rotary oxidation

equipment

○ Technologydevelopmentforthedesignandmanufacturingof200gHM/batch

oxidationequipmentandoff-gastreatmentequipment

○ DevelopmentselectivetrapfiltersforCsandTc

○ Evaluationofthetrapperformanceofthetrapfiltersbyusingspentfuel

C.Developmentoftreatmentofzircaloy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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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ofmechanicaloxideremoverforZrcladdingalloy

○ Testoftreatmentofzircaloytubeinvariousconditions

○ Designandmanufacturingoftubetreatmentequipment

D.ImprovementofDFDFhotcellprocessequipmentoperation

○ Disassembling,decontamination,repairing and re-installof10manipulators

DFDFhotcell

○ IAEA approvaloftheopeningofDFDFroofdoorandthetransportationof

thehotcellwastetoRWTFMonolith

○ Transport5wastecontainersfrom DFDFhotcelltoRWTFMonoliththrough

roofdoorbyusingawastetransportcask

3.Researchonthepropertycharacteristicsofdryprocessproducts

A.Characterization ofthermal/mechanicalpropertiesofdry processoxide

products

○ Fabricationprocessofsimulateddryprocessoxideproducts

-Optimizationofmilling,compactionandsinteringconditionswithvarying

dischargeburnup

○ Characterization of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

-Developmentofameltingpointmodelwithvaryingdischargeburnup

-Developmentofpowdering time,oxidation induction time,oxidation rate,

andactivationenergymodelswithvaryingdischargeburnup

-Developmentofcreep rate,yield strength,elasticmodulusmodelswith

varyingdischargeburnup

○ Characterization of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of dry process metal

products

-Developmentofaspecificheatmodelwithvaryingdischargeburnup

-Development of thermalexpansion and density models with varying

dischargeburnup

-Developmentofthermaldiffusivityandthermalconductivitymodelswith



-xxii-

varyingdischargeburnup

-Developmentofanoxidationratemodelwithvaryingdischargeburnup

-Elasticmodulusmeasurementofdryprocessproductsatroom temperature

B.Analysis of the effects of impurities on the fission gas diffusion

behaviourundertheHANAROirradiationtestconditions

○ Productionoffissiongasdiffusivitydatainoxideproducts

○ Productionoffissiongasdiffusivitydatainmetalproducts

○ Developmentofafission gasdiffusivity modelwith thevalenceofsolid

solutionelements

C.Development of uncertainty analysis technology for the reliability

assessmentofmeasuredmaterialspropertiesdata

○ System calibrationbyusingreferencematerialanduncertaintyevaluationof

materialpropertiesmeasurements

○ Uncertaintyanalysisbysystem calibration

-System calibration(B-typeuncertainty)ofoxidationrate,specificheat,and

thermaldiffusivitymeasurementequipmentandA-typeuncertaintyanalysis

byrepeatedmeasurements

□ Resultsofthe2
nd
Phase

1.Verificationofkeytechnologiesindryrefabricationprocessusingspent

fuel

A.Developmentofcombined mechanicaldecladding-powdering technology

ofspentfuelrods

○ Design and manufacturing ofcombined mechanicaldecladding-powdering

equipment

- A list for improvement was established based on hot-celloperation

experience.The listincludes continuous loading offuelrods,efficient

recoveryofspentfuelafterthedecladding,andcontinuouscuttingofhull

wastesafterthedecladding.

- A new horizontaldecladding equipment was fabricated reflec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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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contents.

-Continuousloadingoffuelrodswasdemonstratedusingdummyfuelrods,

anditwasobservedthatafuelrod(3.8m long)canbedecladdedwithin10

minutes.

○ Performancetestofequipmentinmock-upfacility

-Disassembly/assemblyofmoduleunitswasperformedinamock-upfacility.

- An improved decladding equipmentwas fabricated reflecting results of

preliminaryexperimentsperformedbyemployingdummyfuelrods.

○ Evaluationofdecladding-powderingefficiencywithspentfuelburn-up

-Mechanicaldecladdingwasperformedusingawholespentnuclearfuel,and

powdercharacteristicsofrecoverednuclearfuelandmixingcharacteristicsof

prepardpowderwereevaluated.

-Intheexperiments,awholefuelrod(3.8m long)includinglow burn-up

areaatbothendswastransportedandtotalweighttransportedwas4.85

kg(U).

-Recoveryefficiencyofthemechanicaldecladdingwas88% forthemiddle

partofspentfuelrodindicatingexistenceof13% ofresidualspentnuclear

fuel.

-Mechanicaldecladdingeffeciencydecreaseswithanincreaseinburn-upof

spentnuclearfuel.

-Deviationofhomogeneityofmixingforawholefuelroddeterminedbythe

gammaspectroscopyresultswasabout6% basedonaveragevalues.

○ Verificationofcombinedmechanicaldecladding-powderingtechnology

-Verificationofthecombinedmechanicaldecladding-powderingtechnologyfor

efficientrecoveryofspentnuclearfuelwasperformed.

-Currentstatusofhorizontalmechanicaldecladding-powderingequipmentwas

described,andverificationofthetechnologywasperformedforvariousspent

fuelburn-ups.

B. Evaluation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release behavior and

thermal-treatedpowderparticlespropertieswithvariationofspentfuel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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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ofsemi-volatilefissionproducts(Ru,Tc,Mo,Rh)releasebehavior

withspentfuelburn-up

-Hot-cellequipmentforthereleasebehaviorstudyofsemi-volatilefission

productswasmodified.

- Toestablish experimentalset-upforevaluation ofreleasebehaviorwith

spentfuelburn-up,theeffectofinletgaswasstudiedandreleasebehavior

wasanalyzedviagammaspectroscopyandchemicalanalysistechniques.

- A slightly higherreleaseefficiency wasobservedinhigh burn-upspent

nuclearfuelthan in low burn-up case,whileitwasobserved thatthe

release efficiency is independent of inlet gas.Further investigation is

requiredinthecaseofchemcialanalysisonRu/Mo/Rhresidues.

-Chemicalanalysisresultsforthereleasebehaviorrevealedthatalmostall(～

99%)ofRuwasreleasedwhilereleaseefficienciesofCs,Mo,andRhwere

94,54,and～94%,respectively.

-Thesecondreleasebehaviorexperiemtalresultsrevealedthataveragerelease

efficiencies of Ru-106, Cs-134, and Cs-137 were 70, 91, and 84%,

respectively.

○ Evaluationofthermal-treatedpowderpropertiesathightemperature

-A new system wasestablishedwhichcanmeasureparticlesizedistribution

ofpowderproducedfrom highandlow burn-upspentnuclearfuel.

○ Evaluationofagglomerationcharacteristicsofthermal-treatedpowder

-Sizedistributionofspentfuelwasmeasuredusingsievesforvariousheat

treatmentconditions.Anditwasobservedthatalmostallofpowderswere

smallerthan 40 μm when the samples were oxidized at500 ℃,while

powderslargerthan70μm composedof71~74% ofthesamplesoxidized

athightemperatures.

C.Development of design requirements and Pre-conceptualdesign for

remotely operating equipment through verification of spent fuel

treatmenttechnology

○ Establishmentofpre-conceptualdesignschemafordryrefabricationprocess

- Necessities for pre-conceptualdesign schema for the dry re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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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wassuggestedbasedontheexperimentalexperienceofhandling

realspentnuclearfuel.

- Evaluation ofeach unitprocess (disassembling,extraction offuelrods,

cutting,decladding/powdering,mixing,preparation of feed material for

electro-reduction) was performed.Selection of efficient techniques was

carriedoutfollowedbyestablishmentofdesignrequirements.

○ Evaluation ofdry refabrication processequipmentsforremotely operation

manner

-Evaluationofdisassemblytechnologieswasperformedbasedonthedesign

requirementsandremoteoperability,andcuttingandnutremovalmethods

wereselectedduetothehighestremoteoperabilityandoperationefficiency,

respectively.

-Convenientdisassembling/assemblingofmajormoduleswasdemonstratedby

analysisandevaluationofequipmentmodulationforremoteoperationofthe

decladdingequipment.

○ Pre-conceptualdesignofremotelyoperatingequipmentfordryrefabrication

-Inordertodesigntheconceptualunitprocesses,thecharacteristicsofunit

processes are as follow: dissembler-drilling, extractor-multi extraction,

shearer-cutting&shearing, decladder-oxidation, mixer-v type, and raw

material-fragmentandporouspellet.

-Inordertodesigntheheadendprocesswithoperability,modular3Ddesigns

wereproducedbyusingtheSolidworksprogram tool.

-Pre-conceptualfacilityofheadendprocesswasconsistedofthemechanical

andchemicalcell,conceptualrecognition itemsofhead endfacility were

producedwithconsideringthemaindesignrequirementsoftheprocessand

facility.

2.Advancedhead-endunitprocessdevelopment

A.Feedmaterialmanufacturingtechnologyforelectroreductionprocess

○ Manufacturingexperimentofporousparticlesusingvoloxidizer

-ManufactringexperimentofprousUO2+ygranuleusing200gU3O8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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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condition:Temperature1150～ 1200℃,Operatingtime5～ 10

hr,rotationspeed1～ 5rpm

-Characterizationofparticles:particlesizedistribution,densityandporosity,

sphericity,

○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porous particles using

voloxidizer

-Ratioofover1mm granulewas>85%,whichwasobtained attheoperating

conditionof1200℃,10hrs,2~3rpm underAratmosphere.

- UO2 granuleshaving crushing strengthof>13N werefabricatedfrom

reducingUO2+ygranuleat700℃ for5hrsunder4% H2-Aratmosphere.

-WithoutmillingandlubricantmixingofU3O8powder,greenpelletsof58∼

72% theoreticaldensity(TD)wereobtainedbycompactionofU3O8powderat

pressurerangeof300∼500MPa.

-Sinteredpelletsof55∼80% TD wereobtainedbysinteringofU3O8 green

pelletsattemperaturerangeof1200∼1400℃.

B.Off-gastreatmenttechnologyforengineeringscalehead-endprocess

○ Designandfabricationofan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apping

system

-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appingsystem wasdesignedand

fabricated basedontheestimatedamountoffissionproductsevolvedfrom

thevolxidationprocessofthe1batch(50kg)ofPWRspentoxidefuel(4.5

wt% U-235enrichment,55,000MWD/MTUand10yearscooling).

-Cs,Rb,andCdaretrappedonaflyashfilterataround900℃.Tc,Te,Se,

andMoonacalcium filteraretrappedatabout700℃,andIandBrona

AgXistrappedatabout250℃.

○ Performancetestandevaluationofan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

trappingsystem

-Flyashfilterandcalcium-basedfilter(D:250mm)weredeveloped.

-Gaseouscesium, rhenium,iodineweretrappedonflyashfilter,calcium

filter,AgX filter,respectively.by over99% oftrapping efficiency atthe



-xxvii-

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appingsystem.

C.PerformancetestandimprovementofthegranulatingfurnaceforPRIDE

○ Establishmentofrotaryvoloxidizerandqualitycontroltestequipments

-Completionofmanufactureandindividualtest50kgU/batchscalevoloxidizer

- Completion of Purchase and performance test of quality controltest

equipmentsoffeedform :density,strength,particlesize,sphericity,etc.

- Developmentofcharacteristicanalysisproceduresoffeedform foroxide

reductionprocess

○ Performanceevaluationofrotaryvoloxidzeraccordingtooperationconditions

-Performancetestofrotatingpartandtiltingpart

-Heatinganddataacquisitiontest

․Heatingtest:∼1200℃,4rpm

․Sofwaretestforoperationdataacquisition

○ Charaterizationoffeedmaterialandprocessimprovement

-Mesurementandanalysisofsphericity,strenth,density,sizeofparticles

-Designofparticlesizeclassifier,Argasloadingequipment(feedmaterial

container),uranium oxideparticulatefiltrationsystem

○ Installation and test-run of rotary voloxidzer including uranium oxide

particulatefiltrationsystem,particlesizeclassifierandfeedmaterialcontainer

-Allequipmentswillbeinstalledfrom February,2012.

-Utility(electricpower,gas,water)supplysystem forfeedmaterialfabrication

wasfabricated.

D.Basicdesignofequipmentsfordemonstrationoffeedform preparation

andoff-gastrappingtechnologyusingspentfuelinDFDFhotcell

○ DesignofanDFDFhotcellrotaryvoloxidizer

- Basic design of 1 kgHM/batch voloxidizer and selection of material

withstanding temperature up to ∼1300℃ was carried out.Function :

oxidativedecladdingandhightemperaturevoloxidation

○ DesignofanDFDFhotcelloff-gastrappingsystem

-Basedontheestimatedamountoffissionproductsevolvedfrom the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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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processofthe1batch(1kg)ofPWRspentoxidefuel(4.5wt%

U-235enrichment,55,000MWD/MTUand10yearscooling).Considerationof

processflow diagram,expectedmassofthevolatilesduringhightemperature

voloxidation,characteristics of the trapping media to be used,design

temperature ofeach connection pipe between trapping units,and design

criteria.

3.Keytechnologydevelopmentforhead-endprocesswaste

A.Developmentoftreatmentprocessandkeytechnologyfordecladdedhull

○ Nuclidecharacterizationofhighburn-uphullwastes

-Theoxidethicknessandoxidationrateareproportionallyincreasedovertime,

whiletheyareexponentiallyincreasedovertemperature.

-ThepenetrationdepthoffissionproductsintotheinnerlayerofSNFhulls

increaseswithanincreaseintheburn-up,andfissionproductsadheredto

thesurfacearemostlyremovedthroughtheoxidativedecladdingprocess.

○ Schemeestablishmentofoptimum technologiesforhullwastetreatment

-Chlorinationandelectrorefiningareselectedasappropriatetechnologiesfor

selectiveZrrecoveryprocessesthroughtheevaluationofvarioustreatment

technologiesforhullwastes.

○ Manufactureoflab-scaleequipmentsforhullwastetreatment

- Forchlorination process,aquartzfilterwasinsertedinthequartztube,

whichissurroundedwithafurnace,tosupportthehullwasteandtoallow

Cl2gasandvaporizedZrCl4bychlorinationtoflow through.

-Forelectrorefining,thesizeofreactorwasdeterminedbythesizeofanode

basketonthebasisoftheamountofhullwastesfollowedbypositioningof

cathode,reference electrode,rotator,thermocouple,by which the current

distributionbetweenthecathodeandanodeisnotperturbed.

○ Performanceevaluationoflab-scaleequipmentsforhulltreatment

-IntheresultofchlorinationexperimentsusingZircaloy-4hulls,ZrCl4 was

successfully recoveredwith apurity ofover99%,even in thecaseof

Zircaloy-4hullsoxidizedat500℃ withoutanyadditionalhead-endprocess.

-Intheresultofelectrorefiningexperiments,Zrmetalwasrecovered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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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aloy-4caddinghullswithapurityofover99%.

B.Developmentoftreatmentprocessand equipmentdesign forskeleton

waste

○ Irradiationcharacterizationofhardwarewastes

-Hardwarewastesfailtomeetthecriteriafortheintermediate-levelwaste

duetoCo-60,Ni-59,Ni-63,Nb-94among thenuclidesirradiated in the

reactor.

○ Review andschemeestablishmentofhardwarewastestreatment

-Itisconcludedthatthemeltingprocessisnoteligibletooperateinhot-cells

because ofa complexity thatrequires additionalcirculation and cooling

systemstoremoveoff-gasesgeneratedduringmelting.

-Itisconcludedthatthelateralcompactionofcutpartstowardsthecenterof

gridsismoreeffectivethancompactingtheentireskeletonatthesametime.

○ Basicexperimentsanddataproductionofhardwarewastetreatment

-Thetheoreticalcompactionratioofhardwarewastesis14:1,anditreaches

11:1whencompactedupto80% ofthetheoreticalvalue.

-Themaximum volumereductionratiosofplaneandlateralcompactionsare

83 % and 90 %,thusthelateralcompaction isconsidered to bemore

efficient.

○ Designoflab-scaleequipmentsforhardwarewastetreatment

-Regardingtheworkspaceofhot-cells,theintroductionofcuttingprocessin

frontofthecompactionstepismoreadequatethancompactingtheentire

skeleton.

- The equipmentdesign forhardware treatmentwas established by the

maximum compressivestrengthof500tons,themaximum movingdistance

of500mm,andthemaximum movingrateof300mm/min.

C.Developmentoftreatmentprocessandkeytechnologyforusedoffgas

filter

○ Characterizationandradioactivityevaluationofspentfilters

-Cs-137,Tc-99,I-129,etc.generatedfrom thehead-endprocessofspentfuel

aretrappedusingceramicfiltersmadebyflyash,Ca,AgX,andthe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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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swillbecategorizedintothehigh-levelwaste,sincetheydonotsatisfy

thecriteriaofdisposalsite.

-ThermogravimetricstudyofspentfilterindicatesthatCs,Re,andIwould

volatilizeataround900℃,700℃,200℃,respectively.

○ Review andschemeestablishmentofspentfilterwastetreatment

- Vitrification and Synroc processes are notapplicable due to theirhigh

probabilityofradioactivenuclidesvolatilization,andglass-ceramicsareonly

applicabletoflyashfilters,nottoCaorAgXfilters.

- Regarding asimplicity oftheprocessand leaching resistance,phosphate

ceramicstechnologywasselectedasanoptimaltreatmentschemebecauseit

produceswasteformswithhighmechanicalandhydrochemicalpropertiesas

wellasnopossibilityofnuclidevolatilization.

○ Manufactureandlab-scaleequipmentsforspentfilterwastetreatment

- A grinder for the treatmentof100 g powder was manufactured for

improvingthehomogeneityofwasteforms,andaballmillingmachinewith

amaximum rateof500rpm wasmanufacturedforslurrymixing.

-A compressivestrengthtesterwasdigitalizedandautomatedusingaDAQ

boardandLabView programing.

○ Performanceevaluationoflab-scaleequipmentforspentfiltertreatment

-A decreaseoftheparticlesizebypulverizationwasevidentwithin1min

andsaturatedover3minandthemixingperformancewasthebestatthe

rotatingrateof60rpm.

- PCT teston wasteformscontaining fly ash spentfiltersshowedaCs

leachingrateof10-2g/m2·day,whichiscomparabletothatofEAglass.

V.ProposalforApplication

○ Thestudyresultofthedevelopmentofdryrefabricationtechnologycanbea

basisfordevelopingthekeytechnologyofadvancedfuelcycle.

○ Characterizationdataofthespentfueldryrefabricationcanbeusedinthe

developmentoftheproliferationresistantnuclearfuelcycletechnology.

○ Advancedhead-endprocessofspentfuelcancontributetoth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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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hespentfuelrecyclingtechnologyinthefuture.

○ Characterization data ofthedry refabrication ofspentfuelwith varying

dischargeburnupscanalsobeusedinthespentfuelrecyclingtechnology.

○ Key technicaldata on the powdering process and oxide products dry

refabricationpropertiesbyusingspentfuelwithvaryingdischargeburnup

canbeusedinnuclearfuelcycleR&Dincludingspentfuelstorage,recycling

anddisposal.

○ Enhanced electroreduction rate,minimized salt carry-over and increased

packing density by using porous round granules prepared from advanced

head-endprocess

○ Feedingraw material(porousgranules)intoaPRIDEelectroreduingprocessby

operationofaPRIDEgranulatingfurnace

○ Material,nuclideandirradiationcharacteristicsofhead-endprocesswastecan

beusedintreatmentandmanagementschemeestablishmentasbasicdata

○ Optimum treatmentschemeestablishmentofhead-endprocesswastecanbe

usedasconceptualdesigndataforengineeringscaleequipment.

○ Utilizationofbasicdesigndataproducedbyverificationofkeytechnologiesin

dryrefabricationprocessusingspentfuel

○ Productionofpre-conceptualdesigndatafordevelopmentofengineering-scale

dryrefabricationequipment

○ Utilizationofbasicdesigndataproducedbyverificationofkeytechnologiesin

dryrefabricationprocessusingspentfuel

○ Utilization of equipment design data for engineering-scale delcadding-

powderingprocess

○ Verification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removal and powder

agglomerationindryrefabricationprocess

○ Productionofpre-conceptualdesigndatafordevelopmentofengineering-scale

dryrefabricationequipment

○ Utilizationofbasicdataforlicensing ofengineering-scaledryrefabric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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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 목 의 필요성

1.국내외 환경변화를 반 한 연구방향 설정

되는 사용후핵연료 리 문제의 궁극 인 해결 안 제시는 원자력을 이용하

는 모든 국가의 공통 인 사항이며,지속가능한 원자력발 을 한 GEN-IV 원자력시

스템 개발 연구는 최근 변화가 있었지만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포함하는 선진 핵연

료주기 연구는 미국을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에서 지속 으로 수행 이다.선진 핵연

료주기 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고방사성 차폐 핫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하여 원격으로 기술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며,미국, 랑스 등에서는 습식 처리 공

정시 사용후핵연료 취 을 한 원격 운 기술 경험이 풍부하다.

국제 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확산성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해서는 실

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기술 개발이 필수 이지만,국내 여건상 우

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이용 연구는 극히 제한 이다.그

러나 본 과제는 재 한-미 간 공동결정(JD)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 과제로서,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해

필수 인 공통 요소 기술과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그 동안 축

된 기술과 know-how,그리고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들의 확보를 지속 으로 유지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과제를 통하여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을 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다양하게 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야 한다.국내에서 직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확보하는 건식 재가공 기술 특성

자료들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 이며, 한 민감 기술

로 인식되어 국제 공동연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독자 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본

과제 수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자료는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의 기반

을 구축하여 원자력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국가 에 지 사용후핵연료 리

경제성에 많은 이득이 되는 필수 인 기술이다.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한

원천 기술 개발 기술 자료 생산을 통하여 유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과 원

자력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원자력에 한 국제 신뢰도 향상 국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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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처리 공정(Head-end

process)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습식 건식 처리 공정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선행 기

술로서,세계 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이다.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Head-end

processorPre-treatmentprocess)이란 고방사성의 경수로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원

격으로 해체하여 핵연료 으로부터 원료 핵물질을 회수하고 분말을 제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하며,이를 세부 으로 보면 집합체 해체/ 단기술,탈피복 기술,고도 휘발

성 산화기술(분말화 기술),건식 배기체 포집처리 기술, 처리 공정 폐기물(집합체 구

조물,폐피복 ,핵종포집 폐필터,공정 스크랩 등)처리기술로 나 수 있다.

처리 공정 기술은 1970년 부터 습식 처리 공정에 활용하기 하여 세계 으

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 으며 최근에는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을 목 으로 사용

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 고도화에 을 맞추어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 이다.

아울러 처리 공정 발생 폐기물은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에서 발생되는 체 폐기물

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미국, 랑스 등에서는 기존 사용후핵연료 습식 공정 발생

폐기물 처리 기술은 다양하게 개발되었지만,처리 기술 고도화 폐기물 발생량 최소

화를 목표로 하는 선진 핵연료주기 처리 공정에서의 처리 공정 폐기물 처리 기술

은 상 으로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개발의 국내 환경 여건을 보면,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는 2000년 부터 약 10년 동안 국내 원 발생 실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한 듀픽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 취 에 요구되는 원격 취

기술 개발 과정을 통하여 처리 공정을 포함한 후행 핵주기 련 공통 기반 기술

을 개발 이다.국가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연구 추진 계획과 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추진 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인 이

로 건식처리 공정 기술 개발(그림 1.1.1참조)수 과 비교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 고도화 연구는 새롭게 진입하는 단계로 단되며,단기 으로 이로 공정

실증을 한 PRIDE( 이로 일 공정 시험시설)(2011년) 장기 으로 실용화 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사용후핵연료 용량 처리 공정 기술 개발의 시 성이 두되었다.

이를 하여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 개발 과제”에서 확보한 기술/시설/인력

을 기반으로 처리 공정 기술 개발 속도를 증 시킬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 기술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 처리 공정의 투자 비 은 상용화 습식 재처리 공정

의 경우 주공정 비용 비 약 1/3,듀픽 공정(400Mt/년)의 경우 그림 1.1.2에 도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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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주공정 비용 비 약 24% 정도로 추정되며(출처 :SCIE-COM-21-96), 이

로 공정의 경우 주공정 비 약 20~25%로 단되지만 재 연구 개발 이므로 객

성 있는 투자 비율 산출은 힘들지만 종합 으로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상된다

(출처 :AFCI-ComRPt-2003-09,AFCIFY04ComparisonRPt2004-10-22).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처리 공정 발생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10tU당 4t으로 감용 기술은 필수

이다 (그림 1.1.3참조).

그림 1.1.1.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 흐름도

그림 1.1.2.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듀픽공정 투자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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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처리 공정폐기물 발생 구성비

처리 공정 기술 개발을 해서는 주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핵심기술

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반 한 핵심 기술 검증 향

후 핫셀 운 을 고려한 처리 공정 장치 개발이 필수 이다. 본 과제는 재 한-미

간 공동결정(JD)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 과제로서,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해 필수 인 공통 요소 기술과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를 확보하 으며,그 동안 축 된 기술과 know-how,그리고

확보된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단계 (2010년 ～ 2011년)연구에서는 그

림 1.1.4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폐기믈 감용,그리고 핵심기술 검증을

한 기술 체계도를 설정하고 각 단 공정별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자 연구 방향을 설

정하 다.

2.연구개발의 필요성

가.기술 측면

○ 다공성 우라늄 산화물 입자는 해환원 속도가 크고,염 이송이 으며,충

도가 높은 장 이 있음.지난 1단계 연구에서는 이 다공성 입자의 제조 가능성

만을 타진한바 있음.따라서,본 2단계 연구에서는 이 다공성 입자의 구체 제

조 조건 즉 온도,회 수,분 기 등 제조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에는 기체상 핵분열생성물 배기체가 발생하므로

시설의 안 운 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 리를 해서 이에 한 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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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 기술개발이 필요함.1단계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휘발성 핵

종에 한 선택 포집연구를 수행한바 있음.2단계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발

시켜 공학규모 배기체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4.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 공정폐기물 처리 기술 체계도

○ 처리 공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해서는 폐기물의 종류별 핵종분석,방사화 특

성 분석,고화 고정화 매질의 내방사성,제작된 고화체의 침출특성,열 ,기

계 특성 등 단기 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처리기술 개발이 필요함.각 처리

방법의 장단 을 분석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최 방안을 수립해야 함. 한

Benchscale,Labscale그리고 Engineeringscale순으로 장치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함.

○ 처리 공정 폐기물은 고 방사능,고발열,장반감기 핵종들로 오염되어 안 한

처리가 강구되어야 하며,이들을 분리 회수하여 고 방사능 폐기물의 양을 일

필요가 있음.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처리 공정 기술 개발을 하여 차폐 시설내 상 공

정 장치의 원격 운 을 고려한 다양한 핵심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이 기술은

공학규모를 포함한 미래형 핵연료주기 공정 개발의 설계 시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므로,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한 공정 기술 검증을 통한 극 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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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필요함

○ 사용후핵연료 고도 처리 공정 기술에서 상으로 하는 공정 장치는 기존 습

식 공정의 처리 원격 공정장치와 근본 으로 특성이 다르므로, 처리 공정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공학규모 핫셀에서 원격 운 이 가능한 용량 처리

원격 공정 장치에 한 비 개념설계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경제․산업 측면

○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 세슘 등 핵종의 제거로 방사능 가 약 50%

감소함.이로 인해 후속공정의 방사능 부하가 감소하여 련 시설의 차폐 두께

감소,공정장치의 내구수명 증 로 인한 경제 이득이 상됨.

○ 본 처리 공정에서 세슘을 휘발시켜 안정한 형태로 미리 포집하면 후속공정에

서 고 세라믹 폐기물로 만드는 기존 공정에 비하여 고 폐기물양도

고,공정 효율도 높아 경제성 향상이 상됨.

○ 처리 공정 폐기물은 고방사능,고발열 핵종이 포함되어 있거나 방사화되어 국내

폐기물 처분장의 인수기 을 만족하지 못하며, 처리 공정 폐기물을 직

처분할 경우 고 폐기물 처분장 포화기간이 단축되는 주원인이 될 수 있음.

향후 10톤/년 규모의 공학규모 이로공정 실증시설이 건설되어 운 될 계획이

며, 처리 공정 페기물의 감용 처리 기술개발을 통해 방사능이 감되어 고

폐기물량을 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부피 감용에 따른 수송 장 부

담을 여 경제 이득을 기 할 수 있음.

○ 다양한 연소도 범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실험실 규모 수 에서 생

산된 처리 공정 핵심기술 검증 자료는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자립을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이 기

됨.

○ 국내에서 실질 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핫셀에서 원격 시험 경험 공정

개선 기술은 선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타 기 과제

에의 인력,설비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산업계에 기술 효과가 큼.

다.사회․문화 측면

○ 배기체 안 처리를 통한 고방사성 물질의 안 취 실례를 가시 으로 실증하

여 원자력(특히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국민이해에 기여함.

○ 본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휘발성산화기술,핵종제거,폐피복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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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핵주기 핵심기술의 활발한 국제교류가 상되며 이를 통해 련 핵심기술

에 한 국제 원자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최근 국내에서는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과 UAE의 상용원자로 수출 등으

로 국민의 원자력 호응도가 가장 높은 상태임.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 한 처리 역시 요한 문제이며, 처리 공정 폐기물에서

고방사성 물질을 분리하여 따로 리 할 경우 고 방사성물질의 양이 히

어들어 안 한 리가 용이하며,사용후핵연료 리 정책 수립과 고 의 처분장

운 에 부담을 일 수 있을 것임.

○ 처리 공정 폐기물의 감용처리 는 고 방사능 물질의 분리 처리는 고 폐기

물의 안 한 리 처분장의 운 기간 연장을 해서도 꼭 필요한 기술이며,

이는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경제성 평가와 원자력에 한 국

민의 수용성 증 를 하여 필수 인 기술임.

○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리와 원자력에 한 국민 이해 신뢰도가 필요한

시 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한 건식 처리 공정 특성 자료들은 선진

핵연료주기의 새로운 기술 방안 제시에 활용 가능.

○ 되는 사용후핵연료 리 문제를 완화하고,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원

자력에 한 환경친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임.

제 2 연구개발 목표 내용

본 연구의 1단계인 2007년 ∼ 2009년도에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

술개발” 과제 연구의 단계 목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1단계 목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의 향

분석

2.1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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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 개발

(2)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3)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4)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나.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개발

(1)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 개발

(2)휘발성 산화처리 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3)폐피복 염소처리 기술개발

(3)DFDF핫셀 공정장비 운 고도화

다.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1)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2)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속 환체 제조 기술 분석 표 확립

(3)재가공 속 환체(U-TRU)의 열/기계 물성 평가

(4)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향 분석

(5)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본 연구의 2단계인 2010년 ∼ 2011년도에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

술개발” 과제 연구의 단계 목표 연구내용은 2단계 연구 보완∙기획 방향을 바탕

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 개발 보완⋅기획 방향

∙ 선진 핵연료 주기기술의 공통 선행공정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개발

을 통합 추진하며, 이로 공정과 연계성을 강화

○ 세부 추진 방향

∙핵연료 주기 시스템 개발에 직 필요한 공정 기술 개발에 집

∙ 처리 공정 련 연구를 통합 추진하여 기술 개발 가속화

∙탈피복,분말화,배기체처리 연구는 기 수행연구와 비교하여 분명한 차별성이 있

으며,본 연구는 재 진행 인 이로 공정(부피감용)과제의 선행공정기술로

서 집 연구가 요구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을 개발함

∙사용후핵연료 취 가능한 특성을 이용하여,건식 재가공 공정 련 공통 핵심

기술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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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외 으로 듀픽 JD유지를 한 공정 기술개발 최소 유지

○ 세부 과제 구성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3.2단계 목표

○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 처리 공정폐기물 처리 핵심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이용 처리 공정 핵심기술 검증

4.2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1)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2)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3)사용후핵연료 검증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 개발 비 개념

설계

나.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1)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2)공학규모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3)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개선

다.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기술 개발

(1)폐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2)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 설계

(3)배기체 폐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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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제 1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 기술개발

1.국외 연구 동향

○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기술개발

-미국,일본, 랑스 등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를 한 처리 공정으로

서 연료 단,분말화 용해 공정을 이용하고 있으나,고도 처리 공정 기

술 개발을 하여 다양한 탈피복-분말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상용화된 사용후핵연료 습식 처리 공정에서는 트리튬 핵분열 기체만을 사용후핵

연료 처리 공정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최근에는 처리 공

정 단계에서 제거 가능한 핵분열생성물을 량 방출하기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은 주로 AIROX OREOX

공정을 기반으로 한 원격 제조 기술 이며,연소도 40,000MWd/tU이하의 사용

후핵연료를 상으로 개발된 기술임.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

가공 기술개발은 최근에 간헐 으로 수행되고 있음

-건식 공정인 이로 공정에서는 연소도 50,000MWd/tU이하의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물질 계량용 표 물질 제조 기술 연구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세계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핵심 기 연구임

-기존에는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재가공하지 않고 표 시료로 사용하 음..

○ 산화-기계 분리법 이용 희토류원소 건식 상분리 거동 특성 평가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상변화에 의한 고용상 핵분열생성물 제어 연구는 캐나다에

서 일부 수행한 이 있으나 재 단된 상태임

-최근 일본 학에서 산화-황화반응을 통한 희토류 원소의 분리 연구를 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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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 에서 수행 에 있음.

○ 원격 다발 용 기술

-캐나다의 AECL,미국의 ORNL에서 핫셀 원격 TIG용 이 수행된 바가 있음.

-일본 JAEA에서 JMTR용 재계장 연료 의 원격 용 고속 증식로용 MOX

핵연료를 이용한 핀 용 을 수행하고 있어 핫셀에서의 원격 용 기술은 연료

제조 수 의 용 기술까지는 확립 단계임

-연료 을 일체화하는 원격 집합 용 에 한 기술개발은 시도된 바가 없음.

○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격 공정장치 개념설계

- 재 랑스,일본 등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인출, 단 기술은 습식

공정을 상으로 상당 부분 기술 실증이 완료되어 상용 규모 사용후핵연료 재처

리 시설에서 이용되고 있음.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공정의 특성에 맞

추어 원격 해체, 단 공정장치 개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2.국내 연구 동향

○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기술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내 원 발생 실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모의 사

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처리 공정을 포함한 선진 핵연료주기 련 공통 기반

기술을 개발 에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듀픽 핵연료 기술 개발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분말화 공정을 시험할 수 있는 핫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련 핵심 요소기

술을 개발하 음. 한 실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산화 탈피복

기계 탈피복 방법에 의한 핵연료 물질 회수 효율에 한 비교 시험 수평

식 기계 탈피복 장치를 제작하고 핫셀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비

성능 실험을 수행한 후 장치 개선 항목을 도출함.

- 이로 공정을 하여 사용후핵연료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를 개발하 으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장치의 기술

검증이 수행되지 않았음.

○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고도 처리 공정 고온 산화 열처리 공정에서는 휘발성 핵종 세슘 방출

거동은 평가하 으나,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연소도 범 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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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휘발성 핵종(Ru,Tc,Mo,Rh)제거율에 한 기술 검증

은 아직 수행되지 않음.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

-국내에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연소도 27,300MWd/tU기 )를 이용하여 품질이

우수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에 성공하고 품질기 을 만족하는

자격화 공정을 설정함.

-최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할 경우 품질기 을 만족할 수 있는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공정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다양하게 검증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 물질 제조 기술을 수행한 이 없으며,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연료 시편을 활용하여 표 물질 형태별,함량별 시료

제조 기술 개발을 수행 임.

○ 산화-기계 분리법 이용 희토류원소 건식 상분리 거동 특성 평가

-사용후핵연료를 모사한 SIMFUEL의 제조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모의 핵연료

를 이용한 고온 산화 공정과 SIMFUEL을 이용한 열 환원반응에 따른 핵분열생

성물의 제어 가능성을 분석하기 한 고용상 핵분열생성물 특성 분석에 한 기

실험을 수행하 음.

○ 원격 다발 용 기술

-국내에서 핫셀 용 기술은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듀픽 핵연료 개발 목 으로

핫셀에서 원격 이 용 장치를 개발해서 국내 최 로 듀픽 연료 ,NRU 조

사시험 연료 하나로 조사시험 축소 연료 (mini-element)등을 수차례 제

조한 바 있음.

-핵연료 다발 제조 시 핫셀에서의 원격 용 을 한 장치개발 응용을 한 실

증실험에 한 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하며,최근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련

하여 고방사성 핫셀에서 원격 운 장치 개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격 공정장치 개념설계

-고방사성 핫셀에서 운 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격 공정장치 개발은 재

국내에서 부분 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특히 건식 공정에 사용 가능한 고도

처리 원격 공정장치 개발 연구는 수행된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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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1.국외 연구 동향

○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미국 INL에서는 한국 KAERI와 공동으로 수행한 INERI과제를 통해 이로 공

정의 처리공정단계로서 진공하 고온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휘발성 산화시

켜 사용후핵연료의 높은 세슘 장수명 핵종 I-129,Tc-99의 제거율을 얻었음.

-일본 NDC에서는 산화탈피복・분말화 공정인 PULDOX공정을 개발하여 1000℃

의 감압하에서 분말제조 공정온도별 분말의 입도에 따른 핵종의 휘발 특성을 연

구하 고 미세입자의 분말에서 높은 Cs제거율을 얻었음.

-일본의 CRIEPI에서는 SIMFUEL을 1000℃의 공기분 기에서 휘발성 산화처리

를 한 후 얻은 분말을 성형 소결하여 다공성 펠렛형 원료입자를 제조하여

연료입자의 해환원 처리용량을 높임.

○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PUREX 공정 련 H-3,C-14,Kr-85,I등의 배기체 처리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실제 상용공장의 경우 I,H-3는 포집 후 바다 투기

[ 랑스 La Hague],C-14,Kr-85는 기로 방출[ 랑스 La Hague,일본

Rokkasho]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에서는 2009년 PUREX 공정의 배기체 처리 연구를 해 Sigma (ORNL

Dr.Jubin리드)을 구성하여 I,Kr-85,H-3,C-14핵종 포집 wasteform에

하여 본격 으로 연구를 시작함.일차 으로 요한 연구는 요오드 크립톤

(제논)의 포집과 고정화 연구임.

- 미국에서는 1992년 L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처리하는 AIROX(Atomics

InternationalReductionandOxidation)공정연구를 수행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발생량 처리방법에 한 자료를 생산함.그러나,배기체 처리기술 수

은 기 연구단계 수 으로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련된 각 공

정별 폐기물 처리방안,처리조건,처리효율 등에 한 자료가 부족하며 기술 수

은 미흡한 상태임.

2.국내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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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KAERI에서는 SIMFUEL를 500℃에서 산화처리를 하여 생성되는 U3O8분말을

이용하여 해환원용 다공성 그래뉼 다공성 펠렛 원료입자를 제조하는 연구

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한미 핵주기 공동연구 1단계 연구인 실험실 규모 연구에서는 INL보유 사용후

핵연료를 500℃에서 산화하고 이를 아르곤 가스 분 기에서 1200℃ 5시간 열처

리한 후 응집된 덩어리 우라늄을 체질하여 45µm 이상 입자를 선별함.선별된

우라늄산화물을 325mesh체로 만든 용기에 넣어 해환원 실험을 수행 함.

-한미 핵주기 공동연구 IntegratedRecyclingTest(2단계,2013∼)를 한 공정

흐름도 설정 처리 장치 설계에 반 하기 해 처리 공정 후보 시나리오

별 평가를 한 결과 INL핫셀 공간 크기 등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는 기계

탈피복에 의해 생성된 fragment는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여 핵종을 휘발시킨 후

해환원공정에 공 하고,피복 내부에 부착된 핵물질은 온산화로 회수한

후에 성형 소결을 하여 다공성 펠렛을 해환원공정에 공 하는 공정을 제

안함.

○ 공학규모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KAERI에서는 DFDF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소결로 배기체 처

리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DFDF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소결

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제작 운 경험이 있음. 한 조사후시험시설

(PIEF)9405핫셀 내에 설치된 OREOX 소결로에서 배출되는 배기체 처리장치

를 설계,운 ,제염 해체한 경험과 know-how를 확보한 바 있음.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련된 배기체 처리 기술은 재 캐나다,미국,

일본 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의 핵심기술인 세슘,루테늄

테크네튬 포집기술에 한 KAERI의 국내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한

기술 선 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수한 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 가능성은

희박함.

제 3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1.국외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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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피복 처리기술 개발

-미국의 PNNL에서는 처리를 거친 피복 을 용융하여 비 TRU 폐기물로 분류

될 수 있는 속 ingot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 고,ParmaResearchLab에서

는 염화물,불화물, 롬화물 용융염을 이용한 지르코늄 회수 실험을 수행하여

약 99.99%의 순수한 지르코늄을 착하는데 성공하 음.ANL에서는 지르칼로

이 피복 을 HCl 는 Cl2와 반응시켜 휘발성 ZrCl4형태로 변환시킨 후 다시

ZrO2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공정을 연구하 음.

- 랑스에서는 기에 폐 피복 의 시멘트 고화 처리를 수행하 으나,1993년 산

업규모의 방사능 물질을 용융처리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구축하 음.독일의

NUKEM GmbH에서는 기계 ,열 안정성은 물론 부식,침출 방사선 항

이 우수한 고화매질 연구를 수행하여 graphite/sulfur를 선정하 음.일본의

InstituteofResearchandInnovation에서는 CoCl2를 첨가한 Zircaloy-2피복

의 염소화 실험을 통해 ZrCl4의 회수를 보고한 바 있음.

○ 구조재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미국의 MIT,LANL,Westinghouse,ONRL,ANL등에서 라즈마를 이용한 제

염 처리에 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이고,SavannahRiver와 INEEL

에서는 방사성 속폐기물 처리를 해 고온 용융 기술개발을 진행 에 있음.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속 구조재 폐기물의 처리를 해 INL에서 용융 연

구를 추진하고 있음.

- 랑스의 Europlasma사는 PlasmaTorch를 이용하여 유리화 공정을 가동 이

며,해체 인 G2/G3원자로 부지 내에 15톤의 아크로를 사용하여 해체 시 발생

하는 속폐기물에 해 용융 제염을 수행하 음. 국은 Capenhurst용융시설

을 1994년부터 가동 이며 유도 용해로 형태로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을 처리하

고 있음.독일의 Siemens사는 AP(Permanganicacid)방법에 기 한 CORD

(ChemicalOxidizing Reduction Decontamination)라는 화학 산화환원방법을

개발하 음.일본에서는 약 25억 엔의 산으로 고주 라즈마를 이용한 속

폐기물의 표면 제염처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배기체 폐필터 처리기술 개발

-미국은 Hanfordsite에 장된 다량의 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해 유리화

설비를 건설 이며 이는 2013년에 가동될 정임.유리화 공정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에 포함된 휘발성의 I와 Tc가 배기체 형태로 휘발하며 이는 sc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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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을 통해 포집함.I와 Tc가 포함된 scrubbersolution은 고화 공정을 통해

처리될 정이며, 한 고화 공정 개발을 해 시멘트를 개선한 caststone,

인산세라믹,geopolymer등이 PNNL을 심으로 연구되고 있음.

-미국의 PNNL의 엄우용을 심으로 pertechnetate(Tc(VII)O4
-
)를 Fe(II)-goethite

를 이용하여 Tc(IV)로 환원하 으며,이를 goethite의 격자구조에 포유시켜 Tc

의 침출률을 감소시킨 결과를 얻었음.SNL에서는 Sava를 심으로 I-129을 다

공성 포집재인 MOFs(metal-organicframeworks)를 이용하여 포집하 고,이를

낮은 온도에서 용융하는 Bi-Zn-O유리와 섞고 소결하여 열 ,화학 안정성이

우수한 고화체를 얻었음.

2.국내 연구 동향

○ 폐 피복 처리기술 개발

-공학규모의 폐 피복 처리 기술은 아직 개발된 이 없으나 염소화 처리를 이

용하여 Zr을 회수하는 연구와 피복 내부에 침투된 핵분열 생성물과 우라늄을

제거하는 기 연구를 일부 수행한 사례가 있음. 재 이로 공정의 정련공정

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응용하면 폐 피복 내의 Zr을 분리/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존하는 고체 폐기물의 압축처리 기술은 폐 피복

의 압축처리에도 용할 수 있음.

○ 구조재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원자력 련 기 들이 주로 발 소나 연구기 에서 발생된 잡고체 등의 ·

폐기물 처리시 용융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방사화된 속 구조재 폐기물에

한 연구개발 실 은 거의 없는 실정임. 재 슬래그 형성제를 통해 방사화 핵

종을 제거하는 용융 처리기술은 유도 용해를 통한 속 폐기물의 제염기술과 일

부 유사하여 구조재 폐기물 처리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배기체 폐필터 처리기술 개발

-90년 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을 흡착한 flyash필터를 이용한 붕규

산염 유리고화체를 제조하고 Soxhlet침출시험을 실시하여 10
-4
g/m

2
정도의 침

출률 데이터를 얻은 사례가 있음.그러나 후속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희토류 산화물이나

세슘을 포함한 염폐기물에 한 세라믹고화가 진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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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1.국외 연구 동향

○ 미국의 새로운 원자력 정책 구상인 GNEP(GlobalNuclearEnergyPartnership)에

는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 사용후핵연료 속에 함유된 우라늄 원소를 반

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변환시키고,이를 연소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ABR(AdvancedBurnerReactor)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이처럼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해 핵분열생성물이 불순물로 다량 함유된 고방사성 물질

을 ABR연료로 재가공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따라서 재가공된 속핵연료

는 산화물핵연료의 노내 건 성 평가를 한 필수 자료인 물성특성 평가 연구

가 수행 에 있음.

○ 독일의 ITU에서는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하여 열확산도 측정을 꾸

히 해오고 있으며, 고온에서의 물성 측정과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물성 측

정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일본의 JAEA에서는 사용후핵연

료의 열확산도 측정 장치를 개발하여 운 에 있으며,NMIJ에서는 물성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규모 과제를 수행 에 있음. 랑스 CEA에서는 소

결체-피복 상호 작용 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으며,기계 상호작용

(Pellet-Clad Mechanical Interaction,PCMI)과 화학 상호작용(Pellet-Clad

ChemicalInteraction,PCCI)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2.국내 연구 동향

○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한 물성 평가 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이며,건식 장

을 한 산화거동 실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재는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된

모의 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나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을 평가하고

있음.

○ 세라믹 핵연료의 경우 재 상용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UO2와 경수로용 신형 핵

연료와 미래형 핵연료인 Gd와 Ce등이 첨가된 UO2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해

물성 연구를 부분 으로 수행하고 있음.주로 비열,열팽창,열확산도 용융

등의 열물성과 탄성계수,크리 등과 같은 기계물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와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 평가는 비열,

열팽창,열확산도와 같은 열물성과 탄성계수,고온경도,크리 등과 같은 기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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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산화거동,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과 같은 화학 물성을 측정하여

온도 연소도에 따른 모델 개발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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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 1단계 연구 (‘07.3.01～ ’10.02.28)

제 1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1.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 분말화 기술 개선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율 특성 평가 자료 확보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 입자크기 분포 특성 자료 확보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 /고연소도 혼합분말 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 자격화 공정 성능 검증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 연소도 범 사용후핵연료 상,각 단 장치별 자격화 공정 조건 재설정

2.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건식 재가공 공정을 이용한 표 물질 제조 개념 설정

○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 물질 제조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형 표 물질 제조 특성 평가

-분말형 표 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물질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평가

○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 물질 제조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펠렛형 표 물질 제조 화학분석 자료 확보

-연소도 혼합 분말 이용,제조한 펠렛형 표 물질 핵물질 분포 특성 U,Pu,

연소도 측정 자료 분석

3.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SIMFUEL이용)

○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SIMFUEL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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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열처리 온도별 희토류원소 복합성분 상분리율 특성 분석

-희토류원소 상분리 공정 물질수지 설정 응용성 분석

○ 기계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SIMFUEL이용)

-희토류원소 기계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방법 선정 :고구배 자성분리 기술

-기계 방법에 의한 열처리 조건별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

○ 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SIMFUEL이

용)

-자성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 효율 개선

-고온 열처리 분말 내 희토류원소 함량별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4.Single 극 모듈식 다발 용 장치 제작

○ 핫셀 원격 용 기술성 분석

-Zr-4 합 원격 용 기술 분석 공정 변수 특성 평가

-원격 다발 용 장치 모듈화 비 개념 설정 기본 설계 자료 생산

○ 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제작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모듈화 상세 방안 설정

-상단 용 장치 모듈별 상세 설계 도면 작성

-핫셀 용 성 평가를 한 정 치수 측정 기술 분석

○ 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하단 용 장치 모듈화 개념 설정 상세 설계 자료 생산

-Pro-E이용 모듈식 용 장치 원격성 모의 시험

-모듈식 상·하단 용 장치 조립 제작

제 2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개발

1.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 연소도(37GWd/tU)사용후핵연료의 2.5cm Rod-Cut의 경우 500℃,공기분

기에서 10시간 산화탈피복시 탈피복율이 99%이상

○ 고연소도(50GWd/tU 이상)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로

회 운동이 필요한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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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수평형 기계 슬리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GWd/tU,

Zirlo피복 )를 슬리 하 음.탈피복율 약 74% 고,피복 내면에 26% 핵물질

잔류함.

○ 수평형 기계 슬리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1개를 슬리 하는데 약

0.5분 소요되는 효율 인 공정임

2.휘발성 산화공정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 를 한 휘발성 핵종 산

화처리 단계의 조건 도출(700℃,3시간,산소) 고온 단계의 조건 도출(1200℃,

3시간,7≦압력(torr)≦76)

○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해환원이 용이한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가능성 확인 국내특허 출원

○ 200gHM/batch규모 휘발성산화장치 배기체 실험장치 설계,제작 기술 확보

○ 선택 세슘 테크네튬 포집필터 개발

○ 사용후핵연료 이용 필터의 포집성능 확인 운 자료 확보

3.폐피복 염소 처리 기술개발

○ 기계 방법을 이용한 Zr산화피막 제거기 개발

○ 온도,염소농도 변화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 폐피복 염화물 불순물 제거 실험 장치 설계 제작 열처리 실험시 불순물

(Fe+Cr+Sn)함량 감소 실험자료 확보

4.DFDF핫셀 공정 장비 운용 고도화

○ DFDF핫셀 10 원격조정기를 안 하게 해체,제염,고장수리,설치하여 재사용

○ IAEA로부터 DFDFRoofDoor개방 핫셀폐기물 RWTFMonolith이송 장

련 승인 취득

○ DFDF핫셀 최 로 폐기물 이송용 캐스크와 RoofDoor를 통해 5개 폐기물 용기

를 RWTFMonolith로 안 하게 이송 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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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1.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열/기계 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확립

-연소도에 따른 링조건,성형압력,소결조건 등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확립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연소도 함수의 용융 모델 도출

-분말화시간,산화유도시간,산화속도,활성화에 지의 온도와 연소도함수 모델

도출

-연소도별 모의 산화물 환체의 크리 변형속도,항복응력,탄성계수 온도함수

모델 도출

○ 재가공 속 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비열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도,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확산도,열 도도 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산화속도 모델 도출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공기분 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2.건식 재가공 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 산화물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속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확산계수 모델 제시

3.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평가

○ 표 물질을 이용한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가식 제시

○ 시스템 교정을 통한 불확도 평가 기술 개발

-표 물질 이용 산화속도,비열,열팽창,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

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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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연구 (‘10.3.01～ ’12.02.29)

제 1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1.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설계,제작

-핫셀에 설치된 기존 수평식 탈피복장치의 핫셀시험 운 결과를 반 하여 개선항

목을 도출하 다.주요 개선항목은 사용후핵연료 연속 장입 해결,탈피복후 사

용후핵연료 효율 인 회수 문제 해결,탈피복후 폐피복 연속 단방법 설정

등이다.

-따라서 연료 연속 장입은 다단 로라 가압 구동방식,연료 단은 상하 가압

식 blade수직 단방식,폐피복 단은 가압 로라압착 쇄방식으로 하여,

모듈형(로라,blade,핵물질 회수부,폐피복 단부 분리)으로 개선장치를 설

계,제작하 다.

-Dummy(1m)연료 을 이용한 주요 모듈장치의 비 성능시험 결과,연료 의

연속장입을 확인하 고 3.8m 길이 사용후핵연료 의 탈피복 시간은 10분 이내

로 가능함을 확인하 다.

○ Mock-up시설 이용 장치 성능시험

-Mock-up시설에서 각 모듈별 단 장치의 분해 조립 성능시험을 수행하 고,

dummy연료 을 이용한 탈피복 성능 비시험후 개선사항을 반 하여 탈피복

장치를 제작하 다.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분말화 효율평가

-좌․우측 연소도 변화가 격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체를 상으로 각

역별로 기계 탈피복 시험을 수행하고,각 역별로 회수된 사용후핵연료 입

자 특성 제조된 분말의 혼합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좌우측 연소도 낮은 부분을 포함한 연료 체(3.8m)를 이송하 으며,연료

연소도는 56GWd/tU(울진 3호기),55GWd/tU( 4호기),35GWd/tU(고리2

호기)로서 총 이송량은 4.85kg(U)이었다.

-기계 탈피복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은 앙 역은 약 88%로서 피복

내부에 약 13%의 사용후핵연료가 부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좌․우측 역의 탈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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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99%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인 것은 낮은 연소도를 포함한 다양한 분포를

가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용후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기계 탈피복율은 감소하며,연소도 50,000

MWd/tU이상의 경우 단순 기계 방법에 의한 탈피복율 즉 사용후핵연료 회수

율은 평균 85% 이며,그 이하 역의 연료 은 평균 99% 정도로 나타났다.

-본 과제에서 용한 기계 탈피복 방법에 의하여 회수한 사용후핵연료 덩어리

내 45㎛ 이하 미세 분말은 1% 미만이지만 연료 Crushing방법을 용할 경

우 미세분말은 약 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감마 핵종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체 연료 내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의한 균질

도 즉 평균값을 기 으로 편차 %는 4시간 혼합시 약 6%로 나타났다.

○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검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핵물질을 효율 으로 회수하기 한 기계 탈피복-

분말화 복합처리 기술 검증을 한 시험 결과를 제시하 다

-수평식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개발 황을 제시하고,사용후핵연

료 연소도별 기계 탈피복-분말화 2단계 복합처리 기술 검증 시험을 수행하

다.

2.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Ru,Tc,Mo,Rh,Cs)방출거동 평가 방출거동 평가

-DFDF핫셀에 설치된 감마스펙 측정 시스템의 alignment세 을 보완하고,사용

후핵연료 핵종 포집된 필터내 감마핵종 분석시 핫셀내 background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납차폐 블록 제작,설치하 다.

-사용후핵연료 시험조건은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산화

후 알곤 열처리조건[500℃,5시간(공기,산소)→ 700℃,5시간(공기,산소)→

1,200℃,10시간(알곤)]으로 설정하 고,기체는 공기,산소를 각각 사용하 다.

-핵종 방출거동 평가를 한 분석 상은 사용후핵연료 열처리 ·후 시료 각

베취별 핵종 포집 필터(Fly-ash,Ca필터)로서,분석 방법은 핫셀내 감마스펙

화학분석을 이용하 고, 상 핵종은 Ru,Mo,Rh,Cs로 하 다.

-감마스펙 이용 열처리 ․후 사용후핵연료내 핵종 분석 결과,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의 핵종 방출율이 연소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기체 종류별 핵종방

출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감마스펙 측정자료에 의한 핵종 방출율은 Ru-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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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5% ～ 48% 범 (평균 방출율 약 30%),Cs방출율은 84% ～ 94% 범

(평균 89%)로 나타났다.

-2차 핵종거동 시험 결과, 휘발성 핵종 방출율은 연소도와 거의 무 하 고 기

체 분 기의 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 Ru-106방출율은 64% ～

79% 범 으며,평균 방출율은 약 70%로서 1차 시험 결과인 평균 30%에서 약

40% 더 높았다.Cs-134방출율은 85% ～ 94% 범 로 평균 91%,Cs-137방출

율은 82% ～ 86% 범 로 평균 84%이고,Cs-134방출율이 Cs-137보다 높게 나

타났다.종합 으로 Cs방출율은 약 87%이었다.

○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고연소도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제조된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sieve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 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성장 특성 평가

-열처리 조건별로 사용후핵연료 입자 분포도를 Sieve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500℃ 산화분말은 40μm 이하가 부분인 반면,고온 열처리분말은 70μm 이

상이 71% ～ 74% 로 나타났다.

3.사용후핵연료 검증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 개발 비 개념

설계

○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도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힌 핫셀 시험 경험을 반 하여 효율 인 핵물질 회수

를 한 건식 처리공정 개념설계 필요성을 제시하 다.

- 처리 단 공정은 집합체 해체 → 연료 인출 → 단 → 탈피복-분말화 →

혼합 →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순으로 구성하 고,각 단 공정별 기술을

평가하여 설계요건을 설정하 다.

○ 처리 공정장치 원격 운 특성 평가

-설계 요건을 바탕으로 기술성을 평가한 결과,집합체 해체 원격 운 성은 단

방식이 우수하고(평균값 :2.4 비 상 값 :3.5),해체 운 효율성은 트 제

거방식이 우수(평균값 :2.6 비 상 값 :4.0)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터,반응기,모터,밸 등 4개 상 모듈화 부품 원격 유지보수 시험결과,각

모듈들 분해조립이 원활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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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용을 한 물리 조건,환경 요인,원격성,콘트럴,제염 특성 등을 분

석하여 처리 공정 핫셀시설 일반 요건을 제시하 다.

○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 설계

- 처리 공정장치 비개념설계 주요요건을 고려하여 처리 단 공정별 개념을

분석하 다. 처리 단 공정별 개념 설계를 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정하

다.→ 해체 :drilling 방식, 인출 :multi-연료 인출방식, 단 :

multi-연료 단 방식,탈피복-분말화 :산화 방식,혼합 :V type그리고 원

료물질 :granule.

-원격성 처리 단 공정장치 설계를 하여 모듈화 요건이 고려되었으며,Solid

Works 로그램을 이용하여 3D를 구축하 고,모듈화 하 다.

- 처리 공정 개념시설은 mechanicalcell,chemicalcell로 구성 하 으며,단 공

정들의 요건들과 시설의 주요요건을 고려하여 개략 인 시설 인허가 항목을 도

출 하 다.

제 2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1.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 조건별 실험

-200gU3O8분말이용 UO2+y다공성입자 제조조건별 실험

-회 형 Voloxidizer재질이 Inconel로 사용온도(1200℃) 제한

-운 변수에 따른 입자제조 실험 :온도 1150~1200
o
C,반응시간 5~10,회 속도

1~5rpm

-입자 그래뉼 특성 분석 :입도분포(그래뉼 회수율), 도 기공율,구형도,

쇄강도 등 분석

○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기술 확립

-알곤분 기,1200℃,10시간,2-3rpm 에서 1mm이상 UO2+x그래뉼 85% 이상 회

수

-4%H2-Ar분 기,700℃,5시간 운 에서 쇄강도 13N이상 UO2그래뉼 제조

-U3O8분말을 링 윤활제 혼합 없이 300∼500MPa에서 성형하여 이론 도

의 58∼72%의 압분체 제조

-압분체를 아르곤분 기 1200∼1400℃에서 소결하여 이론 도의 약 55∼8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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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펠렛 제조

2.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제작

-50kg-SF/batch로서 10batch기 으로 설계함

-배기체 휘발량은 각 핵종의 휘발율을 고려하여 산정하 으며 배기체 처리 장치

공정도를 작성함

-Cs,Rb,Cd핵종은 flyashfilter,Tc,Mo,Te,Se핵종은 Cafilter,그리고 I의

포집은 AgX 로 포집하며,최 포집 온도가 각각 900℃,700℃ 250℃가

되도록 설계함

-배기체 처리장치에 사용될 단 포집장치들은 순차 인 온도 조 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처리핵종에 한 선택 포집특성 등 상호 계를 고려하여 배치됨

-각 단 포집장치 별 포집매질의 특성,포집될 핵종의 양,운 온도,공탑속도

등과 같은 설계기 을 고려하여 설계함

-배기체 처리시스템 설계 기 수립시 향후 핫셀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장치의

원격성, 근성,운 성,유연성,포집 후 필터 분석을 한 포집통의 분리성

고온 내구성이 유지되는 장치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계함

-배기체장치 제작 완료상세 설계에 근거하여 50kg-SF 용량의 voloxidizer10

batch처리를 기 (집합체 1개)으로 한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를

제작함

○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성능 실험 평가

-50kg-HM/batch기 공학규모 용량(직경 25cm)석탄회 필터 칼슘필터

제조기술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Cs의 99% 포집효율 확

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칼슘필터를 이용하여 Re의 99% 포집효율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AgX를 이용하여 I의 99% 포집효율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 운 자료 확보

3.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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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 산화장치 품질 리 장치 구축

-용량 50kg/batch회 형 휘발성산화장치 구축

-품질 리 장치 구축:입도분석, 도 기공율,구형도,압축강도 측정 등

-원료입자 특성 분석 차서 작성

○ 운 조건별 장치 성능평가

-회 부 틸 부 구동 성능 검 완료

-장치 성능시험

․가열 회 시험 :∼1200℃,4rpm

․운 자료 획득 소 트웨어 검

-틸 시스템 작동 시험

․소결체 장입 그래뉼 배출을 한 기능 시험완료

․장입․배출부 랜지 분리 이동 시험완료

○ 원료물질 특성 분석 개량

-원료물질의 구형도,강도, 도 측정

-측정 결과 바탕으로 추가공정장비인 입도분 기,원료물질 이송용기,분진제거기

를 설계함

-추가공정 장비인 입도분 기,원료물질 이송용기,분진제거기를 설계함

○ 휘발성 산화 공정 운 조건 확립

-휘발성 산화장치의 집 하 을 받는 특수형 로터리 조인트의 베어링 오링

부분 개선

-휘발성 산화 장치를 한 원공 유틸리티 설비를 제작 완료하 음

-2012년 1월 재 일 공정 시험시설 공사 .휘발성 산화장치는 2012년도 2월

설치 정

4.DFDF핫셀용 원료입자 제조 배기체처리장치 설계

○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설계

-1kgHM/batch규모의 성능설계 ∼13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을 선정

하 음

-산화탈피복 고온 열처리가 가능한 회 로에 한 기본설계를 하 음

○ 배기체처리장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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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기농도:4.5wt.%,연소도:55,000MWd/tU,냉각기간:10년)사용후핵연

료를 선정하여 1kg-HM/batch규모의 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함

-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는 voloxidation공정 FPs휘발량,포집매질의 특성,

배기가스 이송 배 유지온도 단 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기 안을 고려하여

설계함

제 3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1.폐피복 처리 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 고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폐 피복 의 발생량,ORIGEN-ARP코드를 이용한 방사화 특성,TGA를 이용한

산화특성 실제 사용후핵연료 폐 피복 을 상으로 산화층과 핵분열 생성물

의 침투두께를 측정하 음.

-폐 피복 은 사용후핵연료 10톤을 처리할 경우 약 2.5톤 발생하며 이 에서

95% 이상이 Zr 속으로 구성되어있음.

-시간에 따른 폐 피복 의 산화층 두께와 산화속도는 선형 으로 증가하 으나,

온도에 따른 산화층 두께와 산화속도는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 음.

-사용후핵연료 피복 내면의 핵분열생성물 침투층 깊이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표면에 들러붙은 핵분열 생성물은 산화탈피복에 의해 부분 제거됨.

○ 폐 피복 최 처리 방안 수립

-55,000MWd/tU 연소도에서 방사화된 Zircaloy-4피복 은 10년 cooling시

처분 기 을 만족

-폐 피복 내 사용후핵연료가 0.02% 잔류한다고 가정할 때,기계 압축이나

용융 처리방법으로는 Sr,Cs,TRU ( 알 )가 처분 기 을 만족하지

못해 량 고 폐기물로 분류될 것으로 상됨.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방법의 특징과 장,단 을 분석한 결과,Zr을 선택 으로 회

수할 수 있는 염소화법과 해정련법을 최 처리방안으로 선정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제작

-염소화 장치의 경우,가열기 내부에 삽입되는 석 재질의 튜 간에 석 필

터를 넣어 피복 이 지지됨과 동시에 상부에서 하부로 주입된 염소기체와 염소

화 반응에 의해 기화된 ZrCl4가 효과 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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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된 ZrCl4는 하단부 포집 역에서 바로 고체로 회수하여 이동 경로를 이

고 염소 기체는 처리장치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회수되는 ZrCl4의 손

실을 최소화하 음.

- 해정련 장치의 경우,처리하는 피복 의 양을 기 으로 양극 바스켓의 크기를

정한 뒤,음극,기 극,교반기,thermocouple을 주변에 배치하 으며,음극과

양극 사이의 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반응기를 설계하 음.

-산소와 수분을 ppm 단 로 조 할 수 있는 퓨리 이어가 설치된 로 박스를

제작하여 반응기를 내부에서 돌출된 형태로 설치하고,가열기를 외부에 설치하

여 온도를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설정온도,가열기 온도,반응기 온도

가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DAQsystem을 제작하 음.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염소화 반응에 한 HSCcode계산 결과,산화 탈피복을 거친 U Pu는 염소

기체와 반응하지 않고 염화물이 형성되는 TRU FP의 경우 비 이 높아

ZrCl4의 회수에는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인함.

-Zircaloy-4에 한 염소화 실험 결과,99% 이상의 순도로 Zr을 회수할 수 있었

으며,500도에서 산화된 피복 의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없이 염소화 공정을

통해 ZrCl4의 회수를 성공 으로 수행함.

-LiCl-KCl-ZrCl4의 용융염에서 해정련 시,Zrrod를 양극으로 이용하 을 때

Zr의 환원은 Ag/AgCl을 기 으로 -1.15V에서 산화는 -0.78V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uasi-reversible확산반응에 의해 지배되는 반응임을 확인

-기 실험을 바탕으로 Zircaloy-4피복 을 해정련 하 을 때 순도 99% 이상

의 Zr 착물을 얻음.

-500도의 탈피복 조건에서 산화된 Zircaloy-4피복 의 경우,용융염 내에서 표면

산화막이 용해되면서 Zr 해정련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함.

2.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 설계

○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구조재 폐기물은 노내에서 방사화되어 생성된 핵종 Co-60,Ni-59,Ni-63,

Nb-94등은 처분농도 기 치를 과함.

- Ni-59와 Nb-94의 경우 처분 농도 제한치를 만족하기 해 100,000년에서

800,000년의 장기간 장이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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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수립

-용융시 슬래그를 통한 방사능 핵종 제거법은 Co-60과 같이 용탕 체에 고루

퍼져있는 핵종 들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단됨.

-용융 처리는 용융시 생성된 가스 제거를 한 환기장치 냉각설비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복잡성이 있어 핫셀에서의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단됨.

-골격체 체를 일시에 압축시키는 방법(작용압력이 커짐과 동시에 작업 면 이

증 함)보다는 지지격자를 심으로 측면방향으로 단된 부품을 압축시키는 것

이 좋을 것으로 단됨.

○ 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 자료 생산

-구조재 폐기물의 이론 압축비는 14:1이며,이론 도의 80%까지 압축 할 경우

압축비는 11이 됨.

-지지격자는 평면압축의 경우 최개 감용율이 83%,측면압축율이 90%로서 측

면압축이 평면압축보다 유리한 것으로 단됨.

○ 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장치 설계

-구조재 폐기물 처리를 해 압축처리장치를 설계하 음.

-핫셀의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구조재 체를 압축하는 것보다는 단/ 단 공정

을 도입하여 당한 크기로 자른 후에 압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됨.

-최 압축력은 500톤,최 행정은 500mm,최 행정속도는 분당 300mm를

설계기 으로 설 함.

3.배기체 폐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 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공정에서 배기체로 발생하는 Cs-137,Tc-99,I-129등의

핵종들을 flyash,Ca,AgX 등의 세라믹 필터로 포집하며,사용후 필터는

처분 기 을 만족하지 못해 고 폐기물로 분류될 것으로 상함.

-Cs,Re(Tc의 체물),I이 필터에 포집되면 화학반응을 통해 각각 Cs(AlSi2O6),

Ca(ReO4)2,AgI등의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함.

-폐 필터의 휘발 실험 결과 Cs은 900℃,Re은 700℃,I은 200℃부근에서 열처

리시 휘발 가능성 있음.

○ 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리방안 수립

-붕규산계 유리를 이용하여 flyash폐 필터의 유리화를 시도한 결과 폐 필터를

70wt% 까지 loading할 수 있는 유리고화체를 만들었으며,성능평가를 통해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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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침출성과 압축강도가 양호함을 확인함.

-Flyash와 Ca필터의 경우 750℃ 부근에서 유리세라믹 제조가 가능하나 이 경

우 Ca필터에 포집된 핵종이 휘발될 가능성이 있으며,AgX필터는 유리세라믹

공정의 용이 불가능함.

-호주에서 개발된 Synroc은 고화체의 성능이 우수하나 공정온도가 높아서 폐 필

터에 포집된 핵종이 다량 휘발될 가능성이 높고,열처리 가압을 한 복잡한

설비가 요구되므로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음.

-시멘트는 · 폐기물 고화에 사용되어 온 매질로서 열처리가 필요 없는

단순 공정으로 인해 폐 필터에 포집된 핵종의 휘발 염려가 없으나 유리에 비해

물에 한 용해도가 높고 폐기물 loading량이 유리보다 작다는 단 이 있음.

-인산세라믹은 속산화물과 인산염 용액과의 산-염기 반응을 통해 제작되는 것

으로 상온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핵종의 휘발 염려가 없고,내침출성도 시멘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공정의 단순성,고화체의 내침출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3종의 필터를 모

두 처리할 수 있는 인산세라믹 공정을 최 처리방안으로 선정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 제작

-고화체의 균질성을 향상시키고자 분말 100g을 처리할 수 있는 grinder를 제작

하 으며,혼합을 해 최 RPM 500의 속도로 회 하는 볼 을 제작함.

-압축강도 자동 측정을 해 DAQ보드와 LabView 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강

도 측정시 생산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 자동화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자료생산

-원료물질 분쇄를 한 grinder의 성능평가 결과 분쇄에 따른 입자 크기 감소는

1분 이내에서 두드러졌으며,분쇄시간이 략 3분을 넘어서면 분쇄의 효과는 거

의 나타나지 않음.

-볼 의 RPM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볼 의 RPM이 간 정도(60)일 때 분말의

혼합률이 가장 우수하 고,RPM이 높거나 낮으면 분말이 제 로 혼합되지 않

음.

-노후화된 수동식 아날로그 압축강도 시험기를 DAQ장비 LabView 로그램

을 통해 개조하여 디지털화 자동화하 으며,이를 통해 측정의 용이성과 계

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킴.

-인산세라믹 고화체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제작된 고화체는 USNRC의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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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 3.45MPa를 훨씬 뛰어넘는 우수한 기계 물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됨.

-인산세라믹 고화체의 단기 침출시험 결과,flyash폐 필터를 loading한 고화체

의 경우 Cs의 침출률이 10
-2
g/m

2
·day 으며,이는 기 유리고화체(EA glass)

의 침출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결과임.

-Ca폐 필터를 loading한 고화체의 침출시험 결과,Re의 침출률이 1.2-7.9

g/m
2
·day정도의 값을 나타내었고,flyash폐 필터에 비해 높은 침출률을 보이

므로 Ca폐 필터 고화시 고화 매질 성분의 개선 등을 통해 침출률을 낮출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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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 1단계 연구 (‘07.3.01～ ’10.02.28)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과제는 한-미 공동결정(JD)에 의거하여 고방사성 핫셀에서 실제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과제로서,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필수 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핵심 기술 자료 모의 사용후핵연

료(SIMFUEL)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리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시

되고 있는 여러 핵연료주기 기술 안 연구 개발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취 핫셀 시설 장비,mock-up시

설,그리고 UO2 취 각종 실험 시설 장치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활용성이 높은 핵심 기술 자료들을 생산하고

련 타 과제 연구개발에 연계 활용함으로써, 과제 단계 연구목표를 성공 으로 달

성하 다.

1.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핫셀 시설 련 장비를 이용하여,국외 으로 자료 생산이 거의 없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고연소도 혼합에 따른 분말화,핵물질 계량용 표 물질 제조

기술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특성 평가 연구 결과는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특

히 이로 공정 등에 활용성이 높은 선행 기술로서,실제 이로 공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술 성을 증 시키고 있어 과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음.

-본 단계 연구개발에서 구축 인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설계 원격 운

성 평가 연구 결과는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기 한 이로 SFR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원격 운 장치 개발에 연계 활용함으로써,기술 성이 높은 연구 성

과를 거둔 것으로 단함.

2.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기술개발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와 SIMFUEL을 이용하여 성형,소결 등의 부가 공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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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세부과제 1: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기술

개발
100

○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58,65

GWd/tU) 이용 기계 탈피복 특성

평가 :1차 기계 탈피복(～ 96%),
100

-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이용

는 휘발성 산화 입자 제조 공정을 개발하 음.이 공정으로 해환원공정의 충

율과 해환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최 20mm 크기의 다공성 입자를 제조하

음.상기 입자 제조 기술을 PRIDE 용 Voloxidizer설계에 반 하여 해환원공

정에 입자 형태의 원료물질을 공 할 정으로 이로 처리 기술과의 연계

성을 극 화함으로서,과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음.

-선택 세슘 테크네튬 포집필터를 개발하여,석탄회 필터에는 Cs,칼슘필터에

는 Re(Tc 용),AgX필터에는 I이 선택 으로 분리 포집되는 기술을 확보하 음.

고연소도, 연소도 SF를 이용하여 석탄회필터로 세슘 포집한 결과 량 포집됨

을 확인함으로써 명실공히 배기체 핵종별 분리포집 필터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확

보하 음.

3.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 측정을 한 모의 재가공 환체의 제조공정을 확립하

여 재 성 있는 시료의 제공으로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음. 한 물

성 측정은 KS,ASTM,ISO표 규격에 따라 수행하 으며,불확도 평가를 통해

물성 자료에 신뢰성을 부여하 음.핵분열기체 확산은 산모사 조사시험을 통

해 확산계수를 생산하 음.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경부 국가참조표 센

터로부터 “핵연료재료 물성 특성 데이터 센타”로 지정 받았음.

-따라서 재 성 있는 물성 측정 자료를 생산과 실험 결과에 한 창의 해석을

통해 물성 특성 모델을 개발하여 본 과제의 연구목표인 “건식 재가공 환체의 열

/기계 물성 자료 생산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을 만족함으로서,과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음.

이상과 같은 각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 개발 실 은 다음 표와 같으며,계획

비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하 다.



-39-

제조 기술개발 피복 hull산화 처리후 (99% 이상)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공정

개선 :미분쇄후 분말화 (>99%

이상)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시(6종류)산화물 환체 품질기

(이론 도 95%이상)만족 자격화

공정 개선 성능 입증

-제조 단 공정별 평가 항목 설정 :

탈피복 ～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장치 보완 성능시험

-핫셀 원격운 경험 반 연소도

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

자격화 공정 재설정

핫셀 측정

자료 평가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혼합분말

이용 원격

제조

-핫셀 원격

운 자료

know-

how 기술

종합 평가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 개발

-신개념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공정 설정 (특허 출원)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형

표 물질 제조 :6종류(세슘 유무)

-DSNC이용 분말형 표 물질의

핵물질 균질도 ±5% 만족 입증

-연소도별 분말형 표 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연소도 분석

-연소도별 펠렛형 표 물질 제조

DSNC이용 성자 계측

-고연소도 펠렛형 표 물질 화학분석

을 통한 핵분열성물질/연소도 특성

평가

100

국내외 기술

자료 분석을

통한 제조

공정 설정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이용

시료 제조

DSNC

/화학분석

결과평가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SIMFUEL이용)

-단일/복합성분 희토류원소 이용 고온

산화 열처리 (1,100℃ ～ 1,400℃)에

따른 상분리율 자료 확보 :30

GWd/tU(>82%),60GWd/tU(>91%)

-희토류원소 함유 입자 분리율 증가를

한 온 열처리 공정 조건 설정

-자성분리 효율 증 를 한 공정 선정

장치 개념 설계

-희토류원소 함유별 모의 소결체 제조

완료

-분리 단 공정별 효율 평가

100

-SIMFUEL

이용 열처리

분말 SEM/

화학분석을

통한 상분리

율 평가

-희토류원소

함유량별

제조 특성

자료생산

○Single 극

모듈식 원격

-Zr-4 합 용 공정 변수 분석

기술 개선
100

-핫셀 용

기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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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 용 장치

설계 제작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기본 설계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모듈화 상세

방안 설정 모듈별 상세설계,

도면작성

-Pro-E이용 모듈장치별 해체/조립

원격 운 성 평가 모의(mock-up)시험

-상단 용 장치 제작용 핵심부품 확보

기존 멀티핀 용 장치 이용 장치

개량 제작

-다발 용 강도,치수측정 공정 리의

정 기 비교 기술 분석

-모듈식 하단 용 장치,연료 조립

다발 회 부 기본 설계 완료

-Pro-E이용 각 모듈별 원격 조립,해체

모의시험을 통한 설계 자료 보완 완료

-모듈식 원격 다발 체 용 장치 조립

설계 완료

-각 모듈별 제작 도면 작성 완료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mock-up시설내 구축

을 통한

장치 개념

설정

-기본 설계후

Pro-E이용

체장치

모듈별 원격

성 평가를

통한 설계

자료 보완

제작도면

작성

■ 세부과제 2: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개발
100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정 조건하 연소도,산화온도에 따른

산화탈피복 실험자료 확보

- 연소도(37GWd/tU)사용후핵연료의

2.5cm Rod-Cut의 경우 500℃,

공기분 기에서 10시간 산화시

탈피복율이 99%이상

-고연소도(50GWd/tU이상)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로 회 운동이 필요한 것을 확인

-고효율 수평형 기계 슬리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

GWd/tU,Zirlo피복 )를

슬리 하 음.탈피복율 약 74% 고,

피복 내면에 26% 핵물질 잔류함.

산화탈피복 방법 추가 용시 우라늄

회수율 99% 음

-수평형 기계 슬리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1개를

100

- 연소도

산화 탈피복

율:99%이상

-연소도 60

GWd/tU

기계

탈피복 후

산화 탈피복

율:9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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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 하는데 약 0.5분 소요되는

효율 인 공정임

○휘발성 산화기술

개발

-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처리

공정 조건 도출(700℃,3시간,산소)

-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 를 한 휘발성 산화공정 조건

도출(1200℃,3시간,

7≦압력(torr)≦76)

-고정형 고온 배기체 처리장치와

In-Line형인 200kgHM/batch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개발 (국내

특허 출원)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해환원이 용이한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국내특허 출원)

-PRIDE시설 해환원공정에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장치 개념

설계

100

-Ru산화율:

89%

-RuO2,

Cs2MoO4
휘발율:99%

-회 형

Voloxidier

이용 그래뉼

제조

-PRIDE

시설용 장치

년 제작

(일반회계)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200gHM/batch규모 배기체 실험장치

설계,제작 기술 확보

-상압 진공하 Cs,Tc,I의 선택

분리 기술 확보

-필터의 건 성이 유지되는 세슘의

포집량 분석 필터 교체 운 방식

개발

-선택 세슘 테크네튬 포집필터

개발

-사용후핵연료 이용 필터의 포집성능

확인 운 자료 확보

100

-SIMFUEL

이용 상압

포집:

XRD분석

결과 선택

분리 확인

-사용후핵연료

이용 Cs

포집율:99%

이상

○폐피복 염소

처리 기술개발

-염소 가스의 안 취 시설 확보

취 법 체득

-기계 방법을 이용한 Zr산화피막

제거기 개발

-염소반응 실험장치 설계 장치 확보

-온도,염소농도 변화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폐피복 산화 온도에 따른 염소 반응

실험 자료 확보

-산화피막 제거율에 따른 염소반응 실험

자료 확보

100

-기계

산화피막

제거율:45%

-피복

반응율:99%

-폐피복

처리공정도:

(1차)ZrCl4
비 이용

휘발분리

(2차) 비 이

용 Sn,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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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피복 염소처리법에 한 공정도

도출

-폐피복 염화물 불순물 제거 장치

설계

Fe염화물

휘발분리

○DFDF핫셀

공정 장비 운용

고도화

-DFDF핫셀의 10 원격조정기를

안 하게 해체,제염,고장수리,

설치하여 재사용

-IAEA로부터 DFDFRoofDoor개방

핫셀폐기물 RWTFMonolith

이송 장 련 승인 취득

-10년간 된 핫셀 폐기물을 50리터

폐기물 용기에 정리 재함

-DFDF핫셀 최 로 폐기물 이송용

캐스크와 RoofDoor를 통해 5개

폐기물 용기를 RWTFMonolith로

안 하게 이송 장함

-QC로의 손 알루미나 튜 교체

100

-원격조정기

10 수리

-IAEA승인

취득

-폐기물 5

드럼 이송

장

-QC로 튜

교체

■ 세부과제 3: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100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

평가

-연소도(30,60120GWd/tU)

고용체 원자가 (+3:Nd,+4:Ce,+5:

Nb)에 따른 링(0.5,0.5,4hr),

성형압력(300MPa),소결조건(1750

℃ 6hr)등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확립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산화속도

측정

-산화 유도시간,활성화 에 지의

온도와 연소도 함수 모델

도출(30-120GWd/tU,300-400℃)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연소도

(30,60,120GWd/tU)별 모의

산화물 환체 크리 변형 속도 측정

모델 도출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연소도

(30,60,120GWd/tU)별 모의

산화물 환체 항복응력 측정 모델

도출

-탄성계수 유도 모델 도출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연소도별 온도

함수 의 열팽창 측정 모델 도출

100

-물성측정용

시료의 도

기 95%

이상 만족

-표 규격에

따라 실험

자료생산
ASTME2402:05

-원자로 운

조건에서

크리 ,항복

응력측정,

Hooke'slaw

이용 탄성

계수 계산

-표 규격에

따라 실험

자료생산

KSM ISO

11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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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열팽창계수, 도 계산

모델 도출 (상온-1500℃,30,60,120

GWd/tU)
○재가공 속

환체 물성평가

-연소도별 비열 측정 온도함수

모델 도출 (상온-600℃,35~80

GWd/tU)

-연소도별 열팽창 측정 온도함수

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순간 열팽창

계수, 도 계산 모델 도출

(상온-600℃,35~80GWd/tU)

-연소도별 열확산도 측정 온도함수

모델 도출 (상온-600℃,35~80

GWd/tU)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 도도 계산

모델 도출 (상온-600℃,35~80

GWd/tU)

-연소도별 산화속도 측정 온도함수

모델 도출 (상온-600℃,35~80

GWd/tU)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

기 분 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100

-표 규격에

따라 실험

수행

자료생산

-비열:KSM

ISO11357

-열팽창:KSM

ISO11359-2

-열확산도:KS

L1604

-산화속도:KS

M ISO11358

-

○재가공 환체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 산모사 이용 산화물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3.19×10-18cm2/s

- 산모사 이용 속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3.73×10-14cm2/s

100

-문헌값과 잘

일치함

○물성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평가

-표 물질을 이용한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가식 제시

-비열,열팽창,산화속도 열확산도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자료

100

-ISO측정불확

도 표

지침(GUM)

불확도

문가 검증

총 계 100

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1.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분말화 개선 기술 등의 핵심 기술 자료 등은

이로 공정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원천 기술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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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 물질 제조 기술은 핵연료주기 공정 반 의 핵

물질 계량 리에 직 활용 가능함.

-다양한 연소도 범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처

리 공정,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에 한 원천 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장 재순환,처분 등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에 필수 인 기술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음.

- 이로 공정에 앞서 불순물 제어를 한 처리 공정으로 활용하여 공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선행 공정으로서 역할도 기 됨.

-건식 공정에 의한 불순물 제어을 통하여 불순물이 낮은 분말을 별도 공정으로 처

리함으로서 재순환 핵연료 주기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용량의 증 가 기

되며,아울러 원격 제조 공정 효율 제조된 환체의 품질 향상을 기 할 수

있음.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련 분야에 직 으로 활용함.

2.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기술개발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와 SIMFUEL을 이용하여 성형,소결 등의 부가 공정이

없는 휘발성 산화 입자 제조 공정을 개발하 음.이 공정으로 해환원공정의 충

율과 해환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최 20mm 크기의 다공성 입자 시작품을

제조하 음.상기 입자 제조 기술을 PRIDE 용 Voloxidizer설계에 반 하여

해환원공정에 입자 형태의 원료물질을 공 할 정임.상기 기술을 특허출원하

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하 음.

-선택 세슘 테크네튬 포집필터를 개발하여,석탄회 필터에는 Cs,칼슘필터

에는 Re(Tc 용),AgX필터에는 I이 선택 으로 분리 포집되는 기술을 확보하

음.상기 기술로 인해 염폐기물 처리공정의 고 폐기물 발생량이 어들고,Cs

필터는 감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임. 련 기술을 국내특허로 출원

하 으며,2010년 상반기 미국 특허로도 출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하

겠음.

- 연소도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50GWd/tU 기 )이용 산화 탈피복 기계

탈피복 핫셀 시험을 통하여 탈피복율 99% 이상의 공정조건을 설정하고,향후

공학규모 탈피복 공정 개발을 해 필요한 핵심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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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특성연구 결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련 연구 분야(사용

후핵연료 리,SFR핵연료,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이들 과제의 수

행에 많은 참고 자료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재가공 환체 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결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련 연

구 분야(사용후핵연료 리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이들 과제의 수행에 많은 참

고 자료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물성 측정 자료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평가 기술개발 결과는 핵연료 재

료물성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술로서 련 연구 분야(사용후핵연료

리,미래형 산화물핵연료,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이들 과제의 수행

에 많은 참고 자료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모의 건식 재가공 환체 제조 공정 확립,물성 특성 분석 기술 등은 신개념 핵

연료 연구개발에 있어 필히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소 기술로서,본 과제가 다양

한 선행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있음.

-불순물을 다량 함유한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 특성 분석 기술은 GEN-IV등

미래형 핵연료주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 해석 기술 발 에

공헌할 수 있음.

□ 2단계 연구 (‘10.3.01～ ’12.02.29)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과제는 한-미 공동결정(JD)에 의거하여 고방사성 핫셀에서 실제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과제로서,사용후핵연료 재

활용을 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의 선행 공정으로서 모의 사용후핵연료

(SIMFUEL)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처리 공정기술 자료 공정페기물 감

용 핵심기술 개발 연구 결과는 이로 공정과 연계되어 연구 개발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취 핫셀 시설 장비,mock-up시



-46-

설,그리고 UO2취 각종 실험 시설 장치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

정 공정페기물 감용 핵심기술들은 개발하고 이로 공정과 한 연계성을 가지

고 련 타 과제 연구개발에 범 하게 활용함으로써, 과제 단계 연구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하 다.

1.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 핫셀 운 경험을 반 하여 성능이 개선된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의 설계 제작을 수행함.

○ Mock-up시설에서 모듈별 분해/조립 성능 시험 dummy연료 을 이용한

비 시험을 수행함.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분말화 효율평가 복합처리 기술검증

○ 연소도에 따른 휘발성 핵종의 방출거동 시험을 수행하고 운 조건에 따른 차

이를 확인함.

○ 분말 입자 분포도 측정을 한 장치를 제작하여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를 수행함.

○ 핫셀 원격운 경험을 반 한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을 도출하고

단 공정별 분석을 통해 합한 기술을 선정함.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를 한 원격 운 성 효율성 분석을 통해 집합체 해

체 설계요건을 도출함.

○ 따라서,“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과제에서는 와 같이 탈피

복-분말화 복합 처리장치 기술, 휘발성 핵종의 방출거동 특성, 처리 공정장

치의 비개념 설계를 성공 으로 수행하여 과제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음.

2.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 실험실규모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해환원용 원료입자(다공성 그래뉼,다공

성펠렛)의 제조 조건을 확립하고, 해환원과제에 련 시료를 제공하여 해환

원 특성을 평가하는 등 련 연구 목표를 달성하 음.

○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처리장치를 설계하고,제작하 으며 이 장치를 이용하

여 성능 실험을 수행 Cs,Tc,I각 핵종에 해 99%이상의 포집효율을 얻었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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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달성도

(%)
■ 세부과제 1: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100

히,25cm 크기의 용량 디스크형 석탄회 필터,칼슘 필터를 개발하여 공학규모

장치 개발이 가능하게 하 음.

○ PRIDE용 공학규모 휘발성 산화장치의 성능시험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입도분석기,구형도 측정기,강도측정기, 도 측정기 등 품질 리장치를 구축하

음. 한,추가 장치(입도선별기,Ar가스 충 기/원료물질 운송용기,우라늄 분

진제거기)를 설계하는 등 련 목표를 달성하 음.

○ DFDF핫셀용 1kg-SF/batch규모 원료물질제조 장치와 배기체처리장치를 설계

하 다.이장치는 ACPF 해환원공정에 공 용으로 사용될 정이며,2012년도

에 제작하여 IAEA로부터 시설부록과 미국으로부터 JD를 얻어 DFDF핫셀에 설

치할 정이다.이 업무는 한미공동연구 처리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해 추가

로 수행한 업무이다.

3.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 처리 공정폐기물의 물리,화학 재료 특성,방사화 방사능 핵종 분포 특성,

등을 평가하여 폐기물의 결정 처리 기술 선정에 활용하 음.

○ 국내외 폐기물 처리 기술의 장단 을 분석하 으며,고방사성 폐기물의 취 을

하여 공정의 단순성,원격성,유지보수 가능성,핵확산 항성 최종 폐기물

의 감용을 고려하여 후보기술을 선정하 음.

○ 실험실 규모의 처리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 으며,후보기술

별 기 실험을 수행하여 공정의 기 자료 생산 타당성을 검증하 음.

○ 따라서 “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기술개발”을 한 폐 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개발,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설계,배기체 폐 필터 처리

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을 만족함으로서 과제 연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음.

이상과 같은 각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 개발 실 은 다음 표와 같으며,계획

비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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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

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설계,제작

-기존 수평식 탈피복 장치 핫셀 운 결과 반 ,사용후

핵연료 연속 장입,탈피복후 사용후핵연료 회수,탈

피복후 폐 피복 연속 단방법 등의 개선항목 도출

-개선된 사항 반 한 수평식 탈피복 장치 설계,제작

-Dummy연료 이용 비 성능시험 :연료 연속장

입 확인,3.8m 길이 연료 탈피복은 10분 이내 가능

함 확인

• Mock-up시설 이용 장치 성능시험

-Mock-up시설에서 각 모듈별 단 장치의 분해,조립

성능시험 수행

-Dummy연료 이용 탈피복 성능 비시험 후,개선

사항 반 하여 탈피복 장치 제작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송

-이송 연료 :연료 체 이송

․56GWd/tU(울진 3호기),55GWd/tU( 4호기),

35GWd/tU(고리2호기)→ 4.85kg(U)

-좌우측 연소도 낮은 부분을 포함한 연료 체 이송

-활용 목 : 체 연료 이용 분말 균질도 시험 수행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분말화 효율평가

-사용후핵연료 체 이용, 역별로 기계 탈피복

수행하고,회수된 사용후핵연료 입자 특성 제조된

분말 혼합 특성 시험 수행

-기계 탈피복시 앙 부분의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은

약 88%,약 13% 사용후핵연료가 폐피복 내부 표면

부착됨을 확인.좌우측 역은 탈피복율 99% 이상으

로 확인

-사용후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기계 탈피복율은

감소함

- 체 연료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혼합에 의한 균질

도 즉 평균값을 기 으로 편차 %는 4시간 혼합시 약

6%로 나타남 :감마핵종 측정 결과 이용

•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검증

-효율 인 사용후핵연료 회수를 한 기계 탈피복-

분말화 복합처리 기술 검증 실험 수행

-수평식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개발 황

을 제시하고 연소도별 기술 검증 시험 수행

100

연소도별 휘발성•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Ru,Tc,Mo,Rh,Cs)방출거동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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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

특성 평가

평가 방출거동 평가

-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시험용 핫셀장치 보완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시험조건 설정

감마스펙/화학분석을 통한 방출거동 평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핵종 방출율이 연소도 경

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기체 종류에 따른 향

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핵종 방출율 종합

․1차 시험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Ru은 거의

량 방출(～99%),Cs핵종은 94%,,Mo는 54%,Rh은

～94%

․2차 시험(감마핵종 분석):Ru-106 (평균 70%),

Cs-134(평균 91%),Cs-137(평균 84%)

•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제조된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 측정을 한 sieve이용한 시스템 구축

• 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성장 특성 평가

-열처리 조건에 따른 입자 분포도 분석 결과 :500
o
C

산화 분말은 40 μm 이하가 부분인 반면,고온 열

처리분말은 70μm 이상이 71% ～ 74%

사용후핵연료 검증

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 개발

비 개념설계

•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도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핫셀 시험 경험을 반 하

여 효율 인 핵물질 회수를 한 건식 처리공정 개

념설계 필요성 제시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별 (집합체 해체,연료

인출, 단,탈피복-분말화,혼합, 해환원용 원료

물질 제조)세부 기술을 평가하여 효율 인 방안을 선

정하고 설계요건을 도출.

• 처리 공정장치 원격 운 특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설계요건을 바탕으로 원격

성 에서 기술 평가 :원격 운 성이 좋은 단방

식과 운 효율성이 좋은 트 제거방식이 합한 기

술로 고려됨.

-탈피복장치 원격운 을 한 장치 모듈화 분석 평

가를 수행 :주 모듈들의 분해조립 원활함을 확인

•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 설계

- 처리 단 공정별 개념 설계를 한 방식 선정

․해체 :drilling방식, 인출 :multi-연료 인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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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multi-연료 단 방식

․탈피복-분말화 :산화 방식,혼합 :Vtype

․원료물질 :Fragment 다공성펠렛

-원격성 고려 처리 단 공정장치 설계를 한 모듈화

요건 고려 :SolidWorks 로그램 이용한 3D 구축

모듈화.

- 처리 공정 개념시설 :2개 셀(기계/화학셀)로 구성,

단 공정들 요건들과 시설 주요요건을 고려한 개략

인 시설 인허가 항목 도출

■ 세부과제 2:고도 처리 단 공정기술개발 100

해환원용 원료

물질 제조 기술개

발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 조건별 실험

-200gU3O8분말이용 UO2+y다공성입자 제조조건별 실

험

- 회 형 Voloxidizer재질이 Inconel로 사용온도(1200

℃) 제한

-운 변수에 따른 입자제조 실험 :온도 1150~1200
o
C,

반응시간 5~10,회 속도 1~5rpm

-입자 그래뉼 특성 분석 :입도분포(그래뉼 회수율),

도 기공율,구형도, 쇄강도 등 분석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기술 확립

-UO2+x그래뉼(1mm)회수율 85% 이상 제조 조건 도출

(알곤분 기,1200℃,10시간,2-3rpm)

- 쇄강도 13N 이상 UO2 그래뉼 제조조건 도출

(4%H2-Ar분 기,700℃,5시간)

-이론 도 60∼80% 다공성 UO2펠렛 제조 조건 도출

(국내특허 출원)

-열간성형에 의한 다공성 상 펠렛 제조 기술 확보(국

내특허 출원)

- 해환원공정과의 연계실험을 해 그래뉼 300g,다

공성 펠렛 310g을 공 함

100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제작

-50kg-SF/batch로서 10batch기 으로 설계함

-배기체 휘발량은 각 핵종의 휘발율을 고려하여 산정하

으며 배기체 처리 장치 공정도를 작성함

-Cs,Rb,Cd핵종은 flyashfilter,Tc,Mo,Te,Se핵

종은 Cafilter,그리고 I의 포집은 AgX 로 포집하며,

최 포집 온도가 각각 900℃,700℃ 250℃가

되도록 설계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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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체 처리장치에 사용될 단 포집장치들은 순차

인 온도 조 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처리핵종에

한 선택 포집특성 등 상호 계를 고려하여 배치됨

-각 단 포집장치 별 포집매질의 특성,포집될 핵종의

양,운 온도,공탑속도 등과 같은 설계기 을 고려

하여 설계함

-배기체 처리시스템 설계 기 수립시 향후 핫셀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장치의 원격성, 근성,운 성,유연

성,포집 후 필터 분석을 한 포집통의 분리성 고

온 내구성이 유지되는 장치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

계함

- 배기체장치 제작 완료상세 설계에 근거하여 50

kg-SF용량의 voloxidizer10batch처리를 기 (집

합체 1개)으로 한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

치를 제작함.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성능 실험

평가

-50kg-HM/batch기 공학규모 용량(직경 25cm)석탄

회 필터 칼슘필터 제조기술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Cs의 99% 포집효율 확보.

-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칼슘필터를 이용하여

Re의 99% 포집효율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AgX를 이용하여 I의

99% 포집효율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 운 자료 확보.

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휘발성 산화장치 품질 리 장치 구축

-용량 50kg/batch회 형 휘발성산화장치 구축

-품질 리 장치 구축:입도분석, 도 기공율,구형

도,압축강도 측정 등

-원료입자 특성 분석 차서 작성

•운 조건별 장치 성능평가

-회 부 틸 부 구동 성능 검 완료

-장치 성능시험

․가열 회 시험 :∼1200℃,4rpm

․운 자료 획득 소 트웨어 검

-틸 시스템 작동 시험

․소결체 장입 그래뉼 배출을 한 기능 시험완료

․장입․배출부 랜지 분리 이동 시험완료

•원료물질 특성 분석 개량

-원료물질의 구형도,강도, 도 측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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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바탕으로 추가공정장비인 입도분 기,원료

물질 이송용기,분진제거기를 설계함

-추가공정 장비인 입도분 기,원료물질 이송용기,분진

제거기를 설계함

•휘발성 산화 공정 장치 설치 운

-휘발성 산화장치의 집 하 을 받는 특수형 로터리

조인트의 베어링 오링 부분 개선

-장치크기 증 에 따른 운 향인자 분석

-2012년 1월 재 일 공정 시험시설 공사 .휘발성

산화장치는 2012년도 2월 설치 정

DFDF시설
원료입자 제조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원료입자 제조장치

-원료입자 제조장치의 성능설계 최 1300℃ 사용

가능 재질선정

-핫셀 공간 원격조작 역을 고려한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를 기본설계

•배기체처리장치

-DFDF 핫셀용 1kg-HM/batch규모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기술 확보.

-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기술요건 수립

100

■ 세부과제 3: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100

폐 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개발

•고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ORIGEN-ARP코드를 이용하여 연소도 (35,40,52,55

GWd/tU)에 따른 폐 피복 의 방사화 핵종,방사능,

붕괴열 냉각 기간에 따른 방사능 변화를 분석하

음

-ASTM E2402:05규격에 따라 450∼700℃ 범 에서

BOX로,TGA EPMA를 이용하여 Zircaloy-4피복

의 산화층 두께 산화 속도를 구하 음

-산화에 따른 활성화와 산화거동 특성 모델을 개발하

음

-연소도 27,37,58GWd/tU의 실제 사용후핵연료 피복

을 이용하여 산화층,F.P.침투 깊이를 측정하 음.

•폐 피복 최 처리 방안 수립

-문헌을 이용하여 폐 피복 처리 기술의 장-단 을 분

석하고,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Zr회수를 한

해정련 염소화 법을 도출하 음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제작

-폐 피복 으로부터 고순도 Zr을 회수하기 해 10

g/batch용량의 염소화 처리 장치를 석 튜 를 이용

하여 제작하 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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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정련 장치의 경우,처리하는 피복 의 양을 기 으

로 양극 바스켓의 크기를 정한 뒤,음극,기 극,교

반기,열 를 주변에 배치하 음.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 해정련 염소화 실험 결과,99% 이상의 순도로

Zr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500도에서 산화된 피복 의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없이 염소화 해정련 공

정을 통해 ZrCl4의 회수를 성공 으로 수행함.

구조재 폐기물

처리 방안 수립

장치개발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문헌과 장 조사를 통해 구조재 폐기물 구성별 재질

(SS304,Inconel,Zircaloy-4,Zirlo)성분,발생량,열

기계 특성을 분석하 음

-ORIGEN-ARP이용 55GWd/tU 연소도 구조재의 방

사화 특성을 계산하 으며,재질별 방사화원소와 방사

능 붕괴열을 분석하 음.

- 성자 조사량에 따른 핵종,방사능 붕괴열 분석

-재질별 냉각기간에 따른 방사능 변화와 폐기

물이 되는데 소요되는 냉각시간을 계산하 음.(Ni-63:

8×105년)

•구조재 폐기물 처리 방안 검토 수립

-문헌을 통하여 구조재 폐기물 처리기술 분석하 으며,

문가 의견을 수렴하고,핫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

조재 재질별 단 후 압축법을 도출하 음

•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 자료 생산

-구조재 폐기물의 이론 압축비는 14:1이며,이론 도의

80% 까지 압축 할 경우 압축비는 11이 됨.

-지지격자는 평면압축의 경우 최 감용율이 83%,측

면압축율이 90%로서 측면압축이 평면압축보다 유리

한 것으로 단됨.

•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장치 설계

-핫셀의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구조재 체를 압축하는

것보다는 단/ 단 공정을 도입하여 당한 크기로

자른 후에 압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됨.

-최 압축력은 500톤,최 행정은 500mm,최 행

정속도는 분당 300mm를 설계기 으로 설정함.

100

배기체 폐필터

처리 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

-ORIGEN-ARP이용하여 폐 필터에 포집된 핵종별 방

사능 붕괴열을 분석하 음

-XRD를 이용하여 폐 필터 내에 포집된 핵종의 화합물

을 확인하 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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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E2402:05규격에 따라 1200℃에서 TGA를 이

용하여 폐 필터 내에 포집된 핵종의 휘발 특성시험을

수행하 으며,폐 필터의 열 안정성을 분석하 음

-GlassForm 코드를 이용하여 최 유리화 조성 계산과

각 조성에 따른 유리고화체의 물성특성과 7-dayPCT

침출 실험을 통하여 유리고화체의 침출 안 성을 분석

하 음

-열처리에 의한 Ca/AgX폐 필터의 glass-ceramic고화

가능성을 분석하 음

•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리 방안 수립

-문헌을 통한 폐 필터 처리기술 분석 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유리고화와 세라믹 고화 방법을 도출하 음.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 제작

-세라믹 고화를 한 원료물질 혼합의 균질성 향상을

해 grinder를 제작하 음.

-원료물질 폐 필터간의 산-염기 반응을 해 볼 을

제작하 음

-고화체의 압축강도 측정을 한 압축시험기를 제작하

음.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자료생산

-Grinder의 성능평가를 해 시간에 따른 입자크기를

측정하 으며,1분 이내 분쇄가 이루어 졌음

-RPM에 따른 혼합율을 측정하 으며,60rpm 일 때

혼합율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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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1.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분말화 개선 기술 등의 핵심 기술 자료 등은

이로 공정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원천 기술로 활용 가능.

○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분말 혼합 균질도 분석 자료는 핵연료주기 공정

반 의 핵물질 계량 리에 직 활용 가능함.

○ 다양한 연소도 범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건식 처리 공정에 한

핵심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장 재순환,처분 등 핵연료 주

기 연구 개발에 필수 인 기술 자료 생산에 기여함.

○ 이로 공정에 앞서 불순물 제어를 한 처리 공정으로 활용하여 공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선행 공정으로서 역할도 기 됨.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련 분야에 직 으로 활용함.

2.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 해환원 원료입자(다공성 그래뉼,다공성 펠렛,다공성 이트)를 해환원과

제에 제공하여 원료입자 형태에 따른 해환원 특성 실험을 수행하는데 기여하

다.

○ 본 과제에서 설계한 PRIDE 용 입도선별기,우라늄산화물 분진제거기,Ar가스

충 기,원료물질 이송용기 등의 설계자료를 “PRIDE일 공정장치 제작구축”과

제에 제공하여 본 장치들이 성공 으로 제작하는데 기여하 다.

○ 본 과제에서는 다공성 그래뉼 입자제조,다공성 펠렛제조,가열 압분법을 이용한

다공성 이트 제조에 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

하 다.

○ 본 과제 개발한 기술을 토 로 한미 이로 공동연구에서 처리분야의 연구를

주도하는데 기여하 다.

○ 실험실규모로 확보한 해환원 원료물질 제조기술은 PRIDE시설의 공학규모 장

치의 운 조건 확립 DFDF핫셀 원료물질 제조장치의 운 조건 확립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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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실험에서 얻은 실험자료,기계 설계자료,운

know-how는 향후 배기체처리장치의 규모 확 설계시 귀 한 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3.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 처리 공정폐기물의 방사화/방사능 특성을 평가하고,특히 사용후핵연료 폐 피

복 의 EPMA분석을 통해서 연소도에 따른 산화층,핵분열 생성물의 침투층

폐 피복 내면에 고착되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 층 두께를 측정하여 폐 피복

특성 기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처리 공정폐기물의 결정 폐기물 처리

방안 선정 폐기물 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 음.

○ 국내외 폐기물 처리 기술의 장단 을 분석하 으며,고방사성 폐기물의 취 을

하여 공정의 단순성,원격성,유지보수 가능성,핵확산 항성 최종 폐기물

의 감용을 고려하여 후보기술을 선정함으로서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폐

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제작 등에

기여하 음.

○ 실험실 규모의 처리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 으며,후보기술

별 기 실험을 수행하고,공정의 기 자료 생산(Zirclaoy-4로부터 99% 순도의 Zr

을 회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서 이로 공정의 타당성 부여에 기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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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1단계 연구 (‘07.3.01～ ’10.02.28)

제 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체계 구축

본 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형질 변경하여 후행 핵연료주기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

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 과제로서,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를 수행

하 다.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의 향

분석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구축한 각 연구 항목별 세부과제 타분야 에의 활용방안

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 다.

§핵연료원격제조 치, 계/제 기술 기술, 금 전 체물 료SFR 핵연료

§핫 공정 비 기술, SF 물 시제 , SF 탈피복공정 료로시스템

§ SIMFUEL 다공 , 전처 공정물 수 료, 금 전 체물 특 료로공정

§핵연료원격제조 치, 계/제 기술 기술, 금 전 체물 료SFR 핵연료

§핫 공정 비 기술, SF 물 시제 , SF 탈피복공정 료로시스템

§ SIMFUEL 다공 , 전처 공정물 수 료, 금 전 체물 특 료로공정

• 다 기체처 기술
• DFDF 핫 비보수

• S/F 연 산
특 료

• 연 SIMFUEL 
• 연 산 거동 료

• SF 산 실험 료

건식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기술개발

건식재가공
전환체

물성특성연구

• 산 물전 체특 료
• 물 시제

• 연 말 료
• 고 사 핵종 출거동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전처리
공정개발

고 폐기물

기

기술개

악티나 드

해 저감

기술개

가공전 체
물 료

전처 공정
폐기물특 료

SIMFUEL
공급

스크랩
기술

• 다 기체처 기술
• DFDF 핫 비보수

• S/F 연 산
특 료

• 연 SIMFUEL 
• 연 산 거동 료

• SF 산 실험 료

건식재가공
산화물전환체
제조기술개발

건식재가공
전환체

물성특성연구

• 산 물전 체특 료
• 물 시제

• 연 말 료
• 고 사 핵종 출거동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전처리
공정개발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전처리
공정개발

고 폐기물

기

기술개

악티나 드

해 저감

기술개

가공전 체
물 료

전처 공정
폐기물특 료

SIMFUEL
공급

스크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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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항목

세부과제 간

연계

타분야 연계

활용 세부과제 타분야

활용 연계 내용생산

과제

활용

과제

연계

타과제명

활용

시

사용후

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화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2

세부 3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

2009년

상반기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별 분말

화 특성 자료를 확보하고, 해환원

공정에 활용 가능한 분말 입자크기

제어 자료를 생산 임.

- 해환원 공정과 연계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자료 활용 방안을 논의하여,

2009년도에 분말 입자 제공

핵물질

계량용

표 물질

제조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3

핵물질

계량

안 조치

기술개발

2009년

하반기

-2008년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분말형 표 물질 제조 특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 음.

-핵물질 계량용으로의 활용 방안에

하여 안 조치 분야와 주기 으로

의하고,2009년도에 분말형 표

사
용
후
핵
연
료

건
식

재
가
공

기
술
개
발

핵주기

시스템

엔 니어

기술개

PWR

사 핵연료

피감

기술개

고 폐기물

기

기술개

§SIMFUEL 물 료
§ 체물 료

고 로핵연료

핵심기

기술개

§핵연료원격 치
계/ 운

§ 체물 료

§고 핵연료 계시

§SIMFUEL 
§고 열/ 핵 거동특

§ 체 료

§사 후핵연료연 도별 말 특 료
§핫 공 비운

§SF 탈피복공 료
§ 말 공 료
§ 체물 료

§SF 탈피복/ 말 치 계 건
§공학규 탈피복 치 계 건
§SF 물질 계 료

§SF 물질시
§SIMFUEL 
§고도핫 운

악티나 드

해 저감

기술개

§SIMFUEL 
§SF 말 특 료

사
용
후
핵
연
료

건
식

재
가
공

기
술
개
발

핵주기

시스템

엔 니어

기술개

PWR

사 핵연료

피감

기술개

고 폐기물

기

기술개

§SIMFUEL 물 료
§ 체물 료
§SIMFUEL 물 료
§ 체물 료

고 로핵연료

핵심기

기술개

§핵연료원격 치
계/ 운

§ 체물 료

§고 핵연료 계시

§SIMFUEL 
§고 열/ 핵 거동특

§ 체 료

§사 후핵연료연 도별 말 특 료
§핫 공 비운

§SIMFUEL 
§고 열/ 핵 거동특

§ 체 료

§사 후핵연료연 도별 말 특 료
§핫 공 비운

§SF 탈피복공 료
§ 말 공 료
§ 체물 료

§SF 탈피복/ 말 치 계 건
§공학규 탈피복 치 계 건
§SF 물질 계 료

§SF 물질시
§SIMFUEL 
§고도핫 운

§SF 탈피복공 료
§ 말 공 료
§ 체물 료

§SF 탈피복/ 말 치 계 건
§공학규 탈피복 치 계 건
§SF 물질 계 료

§SF 물질시
§SIMFUEL 
§고도핫 운

악티나 드

해 저감

기술개

§SIMFUEL 
§SF 말 특 료
§SIMFUEL 
§SF 말 특 료

제 2 연구개발 결과 활용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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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활용을 우선 추진키로 함

희토류원소

상분리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3

고온

용융염

해환원/

해정련

공정 개발

악티나이

드 해도

감화

기술개발

2010년

이후

-SIMFUEL 이용한 이로공정 실험

자료 확보후 희토류원소 사 분리

의 응용성을 평가하고자 함.

-본 기술의 생 응용분야로서, 이

로공정 포함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분야에서 최근에 SIMFUEL 이

용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어

SIMFUEL 공 련 제조기술

연계가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설계 자료

세부 1 세부 2

소듐냉각

고속로

핵연료

핵심기반

기술 개발

2008년

～

2009년

-2008년에 소듐냉각 고속로용 핵연료

핵심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TRU 속 핵연료심 원격 제조용

장치의 모듈화 개념설계 기술 개

발에 본 기술을 목하여 활용 에

있음

산화

기계

탈피복

실험결과

세부 2 세부 1

핵연료주

기 원격

취

기술개발

2010년

이후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소도

별 산화 탈피복 기계 탈피복

기술의 핫셀 시험 자료를 확보하고

기술 개선 에 에 있음

- 용량 탈피복 기술 개발을 하여

본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원격취

기술개발 분야와 연계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자료 활용 방안을 지속 으

로 논의 에 있음

휘발성산화

공정

실험자료

(Cs,NM,I

핵종제거율)

세부 2
세부 1

세부 3

PRIDE

용

산화처리

입자제조

장치개발

2009년

3분기

-2008년 4월,12월 개최된 과제간 연

계회의에서 Cs,NM,I등의 핵종

휘발율, 휘발성산화물질의 방사능,

붕괴열 등 자료를 제시함.이를 바

탕으로 PRIDE 시설에 설치될 장치

의 설계에반 함

SIMFUEL

U3O8

입도제어

세부 2 세부 1

고온

용융염

해환원

2009년

2분기

-200gHM/batch 규모 회 형 고도

휘발성 산화장치(voloxidizer)에서

성공 으로 제조되는 구형 다공성

SIMFUEL 그래뉼을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 개발”과제에 2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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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정개발 공.공정연계세미나

고도 처리

공정 조건
세부 2 세부 1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

2009년

3분기

-여러 가지 조건(분 기,온도,압력

등)에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PRIDE 시설에 장착될 25kg규모

휘발성산화장치를 본 과제 연구원들

이 2009년 “PRIDE 용 산화처리

입자제조 장치개발”과제를 수행

하여 반 함

배기체

실험자료 세부 2 세부 1

염폐기물

재생고화

시스템

개발

2010년

이후

-여러 가지 조건(분 기,온도,압력

등)에서 핵종별 선택 으로 포집한

필터 실험결과와 필터 운 조건,필

터 교환조건을 바탕으로 ESDF시

설에 장착될 용량 휘발성산화장치

의 배기체처리시스템를 본 과제 연

구원들이 직 참여 설계할 정임.

건식 재가공

환체 기계

물성 자료

세부 3 세부 1

사용후핵

연료 리

사용후

핵연료

장용기

개발

핵연료

성능평가

2009년

-건식 재가공 환체의 크리 ,항복

강도 탄성계수와 같은 기계물성

은 사용후핵연료의 장 처분의

건 성 평가와 회수우라늄의 재활용

는 pyro-processing과 같은 사용

후핵연료를 재가공하는 공정의 처

리에 필요한 기 물성자료임.본 과

제에서 생산한 기계물성자료는 사용

후핵연료의 안 한 리와 재할용을

한 공정에 필요한 자료임.

-사용후핵연료 장 수송과제와

연계하여 본 과제에서 생산한 기

물성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자료를 경

제 이고, 근 활용이 용이하게

하기 하여 웹상에 DB를 구축할 계

획임.

-국가참조표 센터에서 운 하는 DB

시스템에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

자료 DB를 목시킬 계획을 논의

에 있음.

건식 재가공

환체
세부 3 세부 1

고온

용융염

2009년

말

-건식 재가공 환체의 비열,열팽창

열 도도와 같은 열물성과 산화

속도와 같은 화학물성은 속 환체



-61-

열물성 특성

해환원

공정개발

이로

공정

속핵연

료 성능

평가

회수

우라늄

재활용

의 냉각특성,온도분포,산화진행 상

황 악 등과 같이 장 처분의

건 성 평가에 직 인 향을 주

는 인자임.이런 물성 자료는 속

환체의 용기개발 등에 필요한 기

자료임.

-본 과제에서 생산한 건식 재가공

환체의 열물성자료는 화환원공정

장용기 개발의 기 자료로 제

공할 계획임.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자료를 경

제 이고, 근 활용이 용이하게

하기 하여 웹상에 DB를 구축할 계

획임.

-국가참조표 센터에서 운 하는 DB

시스템에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

자료 DB를 목시킬 계획을 논의

에 있음.

재가공

환체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자료

세부 3 세부 2

핵연료

설계

성능평가

사용후

핵연료

고도 처

리 공정

2010년

말

-재가공 환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

동은 장용기내의 압력상승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인자임.이런

물성 자료는 재가공 환체의 장기건

성 평가와 용기개발 등에 필요한

기 자료임.

-본 과제에서 생산한 자료는 화환

원공정 장용기 개발의 기 자

료로 제공할 계획임.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자료를 경

제 이고, 근 활용이 용이하게

하기 하여 웹상에 DB를 구축할 계

획임.

-국가참조표 센터에서 운 하는 DB

시스템에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

자료 DB를 목시킬 계획을 논의

에 있음.

물성측정

자료의

불확도

세부 3
세부 1

세부 2

원자력

수출

2010년

말

-실험장비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

가는 본 과제에서 생산한 물성자료

의 신뢰성 확보를 하여 필요함.

-원자력수출시 신뢰성이 확보된 물성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주)1.세부과제 1: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2.세부과제 2: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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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부과제 3: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 2단계 연구 (‘10.3.01～ ’12.02.29)

제 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체계 구축

본 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형질 변경하여 이로 공정을 포함한 후행 핵연료주

기에 필수 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

과제로서,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를 수행하 다.

○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실제 사용후핵연료 이용 건식 재가공 핫셀시험을 통한 처리공정 련 핵심기

술 검증 후행 핵주기 분야에 활용성이 높은 연구 결과를 생산

-사용후핵연료 효율 인 회수를 한 연료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개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기계 탈피복-폐피복 산화 복합처리 검증

-사용후핵연료 이용 고온 열처리(～1,300℃)에 의한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Cs,

Mo,Ru,Rh,Sb)정량 방출자료 확보

-사용후핵연료 핫셀 운 경험을 반 한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 해환원공정에 사용될 원료물질(그래뉼,펠렛)제조공정 조건을 확립하고 “고

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과제에 각 시료를 제공하여 해환원 특성을 평

가 받음.

-공학규모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분야에서는 용량 필터를 개발하고,공학규

모 휘발성 배기체처리장치를 설계,제작하여 Cs,Re,I핵종에 해 각각

99% 이상의 포집 효율을 얻음.

-PRIDE용 휘발성산화장치의 성능 시험을 통해 장치를 개선하고 입도,강도,

도 등 품질 리 장비를 구축함. 한,원료입자 입도선별기,원료물질 이송용기

/Ar가스 충정기,우라늄분진 제거기 등을 설계하 음.

-한미공동연구의 주도권 확보를 해 DFDF핫셀에 설치할 해환원 원료물질

제조장비와 배기체처리장치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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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 처리 공정폐기물의 재료 특성 방사능 특성을 분석하여 폐기물 처리 기

술 선정 공정의 기 자료로 활용하 음.

-폐기물 처리기술의 장단 을 분석하 으며,고방사성 폐기물의 취 을 하여

공정의 단순성,원격성,유지보수 가능성,핵확산 항성 최종 폐기물의 감

용을 고려하여 최 의 후보기술을 선정하 음.

-후보기술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실험실 규모의 처리장치를 제작하여 성능 시

험을 수행하 음.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구축한 각 연구 항목별 세부과제 타분야 에의 활용방안

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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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물 성과 활용 방안

○ 해환원용 다공성 입자 제조

특성자료

○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자료/제작장치

-PRIDE다공성 입자 제조장치 운 조건

확립에 활용,핫셀용 휘발성산화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한미공동연구 선도에 활용

-PRIDE추가장치(입도분 기,분진제거기

등)설계,제작에 활용

-핫셀용 배기체처리장치 설계에 활용,

한미공동연구 선도에 활용

-PRIDE 해환원 공정에 원료물질 공

시스템 구축,핫셀용 휘발성 산화장치

제 2 연구개발 결과 활용실 계획

1.연구개발 결과 활용성 종합

연구 결과물 활용성

○ 다공성 입자 제조 기술

○ 공학규모 처리 배기체 처리 기술

○ 공정폐기물 처리 시험결과

○ 사용후핵연료 이용 핵심기술 검증자료

- 이로 해환원용 원료물질 공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 장치 개발

-공학규모 처리장치 설계 자료

- 처리 공정 개선 장치 설계 자료

○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연구 결과물 활용성

○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기술 검증 자료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휘발성핵종

방출 거동 시험자료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특성 평가 자료

○ 처리 원격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자료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최 기술

선정에 활용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최 운 조건 설정에 활용

-모의 사용후핵연료 이용

Voloxidizer의 분말 입자성장

성능평가 검증자료 활용

-공학규모 처리 원격공정 장치 설계

개발 자료로 활용

○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 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

장치/품질 리 장치 구축 자료

○ DFDF 원료물질제조장치 배기

체처리장치 설계

설계 자료로 활용,한미 공동연구 선도에

활용

-ACPF 해환원공정 원료물질 제공

시스템 구축,한미 공동연구 선도에 활용

연구 결과물 활용성

○ 처리 공정폐기물의 특성

분석

○ 처리 공정 폐기물 처리방안

○ Zr회수율 등 실험실 규모

검증 자료

○ 폐피복 내 Zr회수

-폐기물의 분류,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운반 장용기 설계 등에 활용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제작 등에 활용

-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이로 연구개발의 타당성 수립 자료

공학규모 처리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

-U-TRU-Zr핵연료,Zr-basedwasteform에

활용

연구 항목

세부과제 간

연계
타분야 연계 활용

세부과제 타분야

활용 연계 내용생산

과제

활용

과제

연계

타과제명

활용

시

SIMFUEL

해환원용

원료입자

세부 1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

2010년

~2011년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과

제에 다공성 그래뉼 시료,다공성

펠렛,다공성 상 시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이들 시료의 해환원 특

성실험을 수행하 음.

핫셀용

배기체

필터

세부 1 세부 3
2010년

~2011년

-세슘 포집용 석탄회 필터,테크네튬

포집용 칼슘 필터를 세부과제 3에

제공하여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고온 휘발성산화조건에서 핵종 포집

실험을 수행하 음.

고화용 세부 1 세부 2 2010년 -비방사성 세슘을 포집한 석탄회 필

○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2.연구개발 항목별 타과제 연계 활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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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체

폐필터
~2011년

터, 늄을 포집한 칼슘 필터,요오

드를 포집한 AgX 필터를 세부과제

2에 제공하여 배기체 폐필터의 고화

체 제조 실험을 수행하게하 음.

PRIDE용

입도분 기,

Ar충 기

등

설계자료

세부 1

PRIDE

일 공정

장치

제작구축
2011년

-PRIDE용 입도분 기,Ar 충 기,

우라늄 분진제거기 등

설계 자료를 “PRIDE 일 공정장치

제작구축”과제에 제공하여 동 기기를

성공 으로 제작하게 하 음.

해환원용

원료입자

제조

배기체처리

기술

세부 1

선진핵연

료주기기

술

한미공동

연구 증진

2011년

- 처리공정 기술자료( 해환원용 원

료입자 배기체처리 기술 등)을

“선진핵연료주기기술 한미공동연구

증진”과제에 제공하여 한미공동연구

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 음

폐 피복

처 리 방 안

수립 핵

심기술 개

발

세부 2
세부 1

세부 3

사용후핵

연료 리

사용후

핵연료

장용기

개발

핵연료 주

기 시스템

분석

2011년

말

-폐 피복 의 산화층 두께,핵종의 침

투 두께 표면 고착층 두께 등 “고

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자료는 폐 피복 의 폐기물 분

류, 처리에서의 산화 탈피복 공정

조건 확립,폐기물 운반/ 장 용기

설계 등에 필요한 기 자료임.

-“폐 피복 최 처리 방안 수립”자

료는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

책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제

작 등에 활용

-“실험실 규모 처리 장치 제작 성

능시험”자료는 이로 폐기물 발생

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이로

연구개발의 타당성 수립 공학규모

처리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

구조재 폐

기물 처리

방안 수립

장치 설

계

세부 2
세부 1

세부 3

사용후핵

연료 리

사용후

핵연료

장용기

개발

2009년

말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자료는 구조재 폐기물의 폐기물

분류,사용후핵연료 해체/인출 공정

방향 설정,폐기물 운반/ 장 용기

설계 등에 필요한 기 자료임.

-“폐 피복 처 처리 방안 수립”자

료는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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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주

기 시스템

분석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

책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제

작 등에 활용

-“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자료는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이로 연구

개발의 타당성 수립 공학규모 처

리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

-“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 장

치 설계”자료는 구조재 폐기물 처리

장치 제작,폐기물 운반/ 장 용기

설계,공학규모 이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계/건설 등에 필요한 기 자

료임,

배기체 폐

필터 처리

방안 수립

핵심기

술 개발

세부 2
세부 1

세부 3

사용후핵

연료 리

사용후

핵연료

장용기

개발

핵연료 주

기 시스템

분석

2010년

말

-“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자료

는 폐 필터의 폐기물 결정,휘

발성 핵종 포집 공정 확립,폐기물

운반/ 장 용기 설계 등에 필요한 기

자료임.

-“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

리 방안 수립”자료는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

정,폐기물 리 정책 실험실 규

모 처리장치 설계/제작 등에 활용

-“실험실 규모 처리 장치 제작 성

능시험”자료는 이로 폐기물 발생

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이로

연구개발의 타당성 수립 공학규모

처리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

사용후

핵연료

연소도별

기계

탈피복

분말화

검증자료

세부 3
세부 1

세부 2

고온

용융염

해환원

시스템

개발

2011년

상반기

반기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별 분말

화 특성 자료를 확보하고, 해환원

공정에 활용 가능한 fragment,분말

입자크기 측정 자료를 제공함

- 해환원 공정과 연계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자료 활용 방안 의 :특히

한미공동연구 공정분야 워킹그룹에

서 자료 공유

핵물질

계량

안 조치

기술개발

2011년

반기

-3.8m 길이 사용후핵연료 체를 이

송하여 연료 좌․우측과 앙 부

분의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특성자료

분말 혼합시 핵분열성물질 균질

도 평가 자료를 공유함 :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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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처리시설에서 핵물질 계량

에서 요한 변수임

사용후

핵연료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자료

세부 3
세부 1

세부 2

염폐기물

재생･고화

시스템

개발

2011년

상반기

반기

-한미공동연구 추진을 한 처리

공정 략 수립 이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한 연구개발과 연

계한 기술 의 :Cs,NM,I등의

핵종 휘발율과 염폐기물 처리기술의

효율성과의 상 성을 지속 으로

의함

처리

공정장치

비개념

설계 자료

세부 3
세부 1

세부 2

PWR

사용후

핵연료

부피감용

기술개발

2011년

후반기

-실증규모 이로 공정장치와 연계한

용량 처리 공정장치 개발을

하여,본 과제에서 생산된 비 개

념 설계자료는 향후 이로 일 공

정 구축을 한 자료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어 이의 방안을 지속 으로

논의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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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1단계 연구 (‘07.3.01～ ’10.02.28)

제 1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 InfluenceofHighBurnupandMOX Fuel,andAdvancedCoreOperationon

SpentFuelManagement,IAEATECDOC,InPress(2009)

○ NuclearFuels-PresentandFuture,J.ofNuclearMaterials(2009)

○ SpentFuelReprocessingOptions,IAEA-TECDOC-1587(2008)

○ Advances in Applications of Burnup Credit to Enhance Spent Fuel

Transportation, Storage, Reprocessing and Dispositions, IAEA-TECDOC-

1547(2007)

○ Processing ofUsedNuclearFuelforRecycle,UIC NuclearIssuesBriefing

Paper#72(2007)

○ Remote Maintenance Design Guide for Compact Processing Units,

ORNL/TM-2000/124(2000)

○ DesignandEvaluationofProcessesforFuelFabrication,QuarterlyProgress

Report#1,UNLVAAAUniversityParticipationProgram (2001)

○ EvaluationofMethodsforDecladdingLWR FuelforaPyroprocessing-Based

ReproocessingPlant,ORNL/TM-12104(1992)

제 2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개발

○ DevelopmentofOxideReduction ProcesstoBridgeOxideFuelCycleand

MetalFuelCycle,Global2009,Paris(2009)

○ PreliminaryResultsofVoloxidationProcessingofKilogram QuantitiesofUsed

NuclearFuel,33rdAnnualActinideSeparationsConference,TahoeCity(2009)

○ AFCIFuelReprocessingR&D:PerformanceofCoupledEnd-to-EndIntegrated

VoloxidationandDissolverOff-gasTreatment,Global2009,Paris(2009)



-70-

○ MarcoulePierrelatteBrochure,CEA(2009)

○ MarcouleAtalanteBrochure,CEA(2009)

제 3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 M.Kurata,T.Inoue and C.Sari,"Redistribution behavior of various

constituentsinU-Pu-ZralloyandU-Pu-Zralloycontainingminoractinides

andrareearthsinatemperaturegradient,J.Nucl.Mater.,208(1944)144-158

○ ISO,GuidetotheExpressionofUncertaintyinMeasurements,(ISO,Geneva,

2007).

○ M.A.Mansouri,'ReleaseofFission Productsfrom Lightly-Irradiated UO2+x.',

dissertationU.C.Berkeley(1990)

○ Hj.Matzke,“Diffusion Processes In NuclearFuels”,Diffusion Processes In

NuclearMaterial,Northholland,(1992)9.

○ Lanning,D.D.etal.,1997.FRAPCON-3:ModificationstoFuelRodMaterial

PropertiesandPerformanceModelsforHigh-BurnupApplication,NUREG/CR-

6534,PNNL-11513,PacificNorthwestNationalLaboratory.

□ 2단계 연구 (‘10.3.01～ ’12.02.29)

제 1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 ImpactofHighBurnupUranium OxideandMixedUranium-Plutonium Oxide

WaterReactorFuelonSpentFuelManagement,IAEA NuclearEnergySeries

No.NF-T-3.8(2011)

○ StatusofDevelopmentsin theBackEndoftheFastReactorFuelCycle,

IAEANuclearEnergySeriesNo.NF-T-4.2(2011)

○ StatusofMinorActinideFuelDevelopment,IAEA NuclearEnergySeriesNo.

NF-T-4.6(2009)

○ System Design Description and Requirements for Modeling the Off-Gas

SystemsforFuelRecyclingFacilities,INL/EXT-10-18845,Rev.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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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hematicalModellingoftheVoloxidationProcess,Univ.ofSouthCalifornia,

DOE/ET/00944(1979)

○ NuclearFuels-PresentandFuture,J.ofNuclearMaterials(2009)

○ SpentFuelReprocessingOptions,IAEA-TECDOC-1587(2008)

제 2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Spent

NuclearFuel,BINERICReview Meeting,LasVegas(2010)

○ System Design Description and Requirements for Modeling the Off-Gas

SystemsforFuelRecyclingFacilities,INL/EXT-10-18845,Rev.1(2010)

○ ElectrolyticReductionandElectrorefiningofUranium toDevelopPyrochemical

ReprocessingofOxideFuels,Nucl.Tech.,Vol.171,266,(2010)

○ TreatmentofGaseous Effluents Issued from Recycling-A Review ofthe

CurrentPracticesandProspectiveImprovements,11th ActinideandFission

ProductPartitioningandTransmutationExchangeMeeting(2010)

○ ORNL Activitiesin SupportoftheNuclearRenaissance,50th Anniversary

NuclearEngineeringProgram & NuclearReactor,Montana(2010)

○ AdvancedNuclearFuels,BlueRibbonCommission,July13(2010)

제 3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 Management of Cladding Hulls and FuelHardware,IAEA-TECDOC-258

(1985)

○ MeltProcessingofRadioactiveWaste:aTechnicalOverview,SAND-97-0811C

(1997)

○ SCALE System ModuletoCalculateFuelDepletion,ActinideTransmutation,

FissionProductBuildupandDecay,andAssociatedRadiationSourceTerms,

ORNL/TM-2005/39(2005)

○ ManagementofReprocessedUranium,IAEA-TECDOC-152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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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ing MultinationalRadioactive Waste Repositories :Infrastrurctural

FrameworkandScenariosofCooperation,IAEA-TECDOC-1413(2004)

○ NuclearReactor Materials and Applications,Norstrand Reinhold Company

(1983)

○ Decontaminationofmetalsbymeltrefining/slagginganannotatedbibliograph,

WINCO-1138(1993)

○ RadioactiveWasteFormsfortheFuture,North-Holland(1998)

○ AnIntroductiontoNuclearWasteImmobilisation,Elsevier(2005)

○ ChemicallyBondedPhosphateCeramics,Elsevier(2004)

○ New InstrumentalMethodsinElectrochemistry,New York(1954)

○ Zirconium behaviorinmoltenLiCl-KCleutectic,J.ofElectrochem.Soc.(2004)

○ MicrostructuralanalysisandXPS investigationofnodularoxidesformedon

Zircaloy-4,J.ofNuclearMaterials(2011)

○ Review ofPotentialCandidateStabilizationTechnologiesforLiquidandSolid

SecondaryWasteStreams,PNNL-19122(2010)

○ TreatmentofGaseous Effluents atNuclearFacilities,Harwood Academic

Publishers(1991)

○ Ceramicrete Stabilization of Low-LevelMixed wastes,ANL/ET/CP-92843

(1997)

○ StandardTestMethodsforApparentPorosity,LiquidAbsorption,Apparent

SpecificGravity,andBulkDensityofRefractoryShapesbyVacuum Pressure,

ASTM C830-00(2011)

○ Standard TestMethods for Determining ChemicalDurability ofNuclear,

Hazardous,andMixedWasteGlassesandMultiphaseGlassCeramics:The

ProductConsistencyTest(PCT),ASTM C1285-02(2008)

○ TechnicalPositiononWasteForm,USNRC(1991)

○ Vitrification and Testing ofaHanford High-LevelWasteSample.Part2:

PhaseIdentification and WasteForm Leachability,J.ofNuclearMaterial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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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명 취득일자 재 치 리자 NTIS번호

원료입자

압축강도

측정기

2010.02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2층 305호

이재원 NFEC-2011-01-136242

원료입자

형상분석기
2010.03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2층 305호

이재원 NFEC-2011-01-136243

라이드용

우라늄산화물

산화처리

입자제조 장치

2010.02

한국원자력연구원

DUPIC연구동

105호

이재원 NFEC-2011-01-136245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2011.01

한국원자력연구원

DUPIC연구동

107호

신진명 NFEC-2011-04-145639

Potentiostat/G

alvanostatand

powerbooster

2010.08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1층 203호

강권호
해당없음

(3천만원 이하)

볼 2011.09

한국원자력연구원

DUPIC연구동

105-1

양재환
해당없음

(3천만원 이하)

1800
o
C

고온가열로
2011.12

한국원자력연구원

DUPIC연구동

207호

강권호 NFEC-2011-12-152114

학 미경 2011.12

한국원자력연구원

DUPIC연구동

105-1호

강권호
해당없음

(3천만원 이하)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2011.02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재시험시설

1층 9206호

이 순
해당없음

(3천만원 이하)

제 7장 연구시설⋅장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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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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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NuclearFuel)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1단계)

(DevelopmentofFabricationTechnologyfor

DryProcessOxide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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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 장 귀하

이 보고서를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과제 (세부과제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주 연구기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박근일

연 구 원 :이정원,송기찬,이재원

김수성,류호진,박장진

나상호,양재환,신진명

이철용,조 훈,이도연

이 순,엄성호,강권호

김 욱,문제선,김경표

윤지섭,유병옥,정정환

양문상,김청한,신태식

강효정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

0001959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7.03.01∼

2010.02.28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연 구사 업 명
사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핵연료주기

연 구과 제 명
과제 명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연 구책 임 자 박근일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19.44명

내부 :14.58명

외부 : 4.86명

해당

단계

연구비

정부 :2,121,000천원

기업 : 천원

계 :2,121,000천원

총연구

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32.38명

내부 :22.72명

외부 : 9.66명

총

연구비

정부 :3,635,000천원

기업 : 천원

계 :3,635,000천원

연구기 명

소 속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폐기물처리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120

○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의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의 지속 이고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를

한 핵심 기술 개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50,000MWd/tU 이상)이용,탈피복,분말화 특성

연소도가 혼합할 경우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에 한 핫셀 시험 자료생산

-핵비확산성 증진에 필수 인 핵물질 계량 기술 개선을 목 으로 사용후핵연료

를 이용한 분말 펠렛형 표 물질 제조 기반 기술개발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이용,희토류원소의 고온 열처리에 의한 상분리

상분리된 분말의 기계 분리 공정에 한 기 자료 확보

-듀픽 기술의 완성 측면에서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설계 설계 로그

램을 이용한 각 모듈별 원격 운 성 특성 평가를 통한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사용후핵연료,연소도,탈피복,분말화,사용후핵연료 표 물

질,희토류 원소,상분리,모듈식 장치,원격 다발 제조

어

Spentfuel,Burnup,Decladding,Powdering,Spentfuel

standardmaterial,Rareearthelement,Phaseseparation

Modularequipment,Remotebundle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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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제 목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II.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제 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 를 맞이하여 지속 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해서

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필연 이며,국제 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

확산성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해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술 개발

이 필수 이지만,국내 여건상 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

료 이용 연구는 극히 제한 이다.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한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연구가 유일하게 근이 가능하며,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다양하게 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의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의 지속 이

고 다양한 활용을 하여,최근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연계하여 재의 기술 수

을 개선하기 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특히 최근 핵연료 고연소도화 특

성을 반 하여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에 미치는 연소도

향 평가 핵물질 계량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그리고 고방사성 핵물질을 이용

한 신뢰도 높은 핫셀 운용기술 장비 개선 등의 련 기반기술 확립이 요구된다.

III.연구개발의 내용 범

1.최종 목표 단계별 연구 목표

○ 최종 목표

-연소도 특성 반 한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기술

자격화 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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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 단계(‘07∼’09)목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기술 자료 구축

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1)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개선

(2)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채 제조 특성 평가

(3)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채 제조 기술 개발

나.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1)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2)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 물질 제조

(3)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 물질 제조

다.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

(1)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평가(SIMFUEL이용)

(2)기계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특성 평가(SIMFUEL이용)

(3) 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특성 평가(SIMFUEL

이용)

라.Single 극 모듈식 다발 용 장치 개발

(1)핫셀 원격 용 기술성 분석

(2)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설계

(3)핫셀 용 성 평가를 한 정 치수 측정기술 분석

(4)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IV.연구개발 결과

1.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 분말화 기술 개선

•연소도 50,000MWd/tU이상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분말화 기술 개선

- 원 방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연료 (J502-R13 :연소도 52,000

MWd/tU,J502-C16:60,000MWd/tU)DFDF로 이송 연소도 특성 자료 확

보 :산화 탈피복 분말화 시험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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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58,000,65,000MWd/tU) 이용,기계 탈피복 방법

에 의한 핵연료 회수율(탈피복율)특성 평가 자료를 확보함 :종합 으로 기계

방법에 의한 탈피복율은 94～ 96%,잔류 피복 hull을 추가 산화 처리할

경우 총 탈피복율은 99% 이상이었음.

-사용후핵연료 두께 직경에 무 하고 연속 탈피복 공정이 가능한 수평형

기계 탈피복 장치 설계,제작하고,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을 이용하여 탈피

복 핫셀 성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 응용성을 확인하 으며,일부 개선 사항을 도

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 운 이 용이하도록 신규 장치를 제작함.

•제조된 산화물 환체 분말 특성 평가

-연소도 65,000 MWd/tU 사용후핵연료 경우 1차 산화에서 미산화된 덩어리

sieve분리,미분쇄후 OREOX 처리시 99%이상 분말화를 한 공정을 제시하

고,58,000MWd/tU 사용후핵연료는 1차 산화로 99%이상 분말화 가능함을 확

인함.

- /고연소도(35,000,65,000MWd/tU)사용후핵연료 분말 입자크기 분포 분석

결과,산화분말은 40㎛ 이하가 92%이상,OREOX분말은 70㎛가 약 82%이었음.

나.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 /고연소도 혼합분말을 이용한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37,000MWd/tU,Q43-F16)1kg을 DFDF핫셀내로

이송하여 처리분야 산화 탈피복 핫셀 실험에 사용.

-연소도가 다른 사용후핵연료가 혼합될 경우 분말화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을 평가를 하여,연소도별 혼합비율 기 을 설정함 :연소도 45,000MWd/tU

기 베취별 Cm 함량(0.006%)동일하게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하여 6

베취 제조 특성을 평가함 [3베취(1X～3X):Cs함유,3베취(4X～6X):Cs미

함유].

-6베취별 제조된 최종 압분체 특성 평가 결과,단일 연소도의 경우에 비하여 낮

은 도를 보 음.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향 평가

-연소도 혼합에 따른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시,기존 자격화공정 소결조건

(1,800℃,10시간)에서 제조된 각 베취별 소결체 도는 이론 도의 약 93% 로

품질 기 (95% TD이상)을 만족 못함.

-연소도 혼합 산화물 환체 품질기 (이론 도 95%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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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정을 개선하고 성능을 검증함 :개선된 소결 공정조건 (1,300℃,3시간 →

1,800℃,10시간)

다.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제조 단 공정별 최 조건 설정

-10년간의 핫셀 원격 운 경험을 반 하여 단 공정별 원격 제조 장치의 운

기술을 종합 평가함.

-탈피복 공정 :기계 탈피복장치를 이용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 특성 시운 을 수행하고,원격 탈피복 공정장치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신규 탈피복장치를 제작함.

-분말화 공정, 링,압분,소결 공정 :각 단 공정별로 원격 운 경험을 평가

하고,기존 장치 도면을 바탕으로 단 장치별 모듈화 형상을 제시함.

•원격 제조 자격화 공정 종합 평가

- 연소도 범 의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산화물 환체 제조를 한 각 단

장치별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자격화 공정 조건을 재설정함.

2.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가.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산화물 환체 형태별 표 물질 평가 방법론 개발

-사용후핵연료내 핵물질 계측용 표 물질 련 자료 조사를 통하여 건식 재가공

공정을 이용한 표 물질 제조 개념을 설정함.

•산화물 환체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기존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공정에서 확립된 품질보증 문서 체계를 활용하

여 균질한 핵물질 계측용 표 물질 제조용 건식 재가공 공정 제조 공정도를 설

계함.

-분말 압분/소결 조건 조 을 통한 도 변화 연소도별 혼합을 통한 핵물질

함량 변화가 가능한 제조 방안을 도출하고,세슘 방출분율 변화를 통한 감마선

원 함량 조 가능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방안을 도출함.

나.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 물질 제조

•핵분열성물질 함량별 분말형 표 물질 제조 특성 평가

-연소도별(27,000～65,000MWd/tU)로 세슘이 미함유된 소결체 재산화하여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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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분말형 표 물질을 제조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핵분열성 물질 함량을 ORIGEN 코드 계산 결과를 바탕

으로 분석하고,27,000～65,000MWd/tU 범 연소도별 분말에 하여 DSNC

이용 성자 선량을 측정함.

-DSNC 성자 선량 반복측정에 의한 분말형 표 물질 균질도를 측정한 결과,

샘 간 편차는 Cm 분포 균질도 기 으로 ±5% 만족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 기 (4.0%,45,000MWd/tU,Cm 함량 0.006wt%)을

설정하고, /고 연소도 혼합 분말을 DSNC를 이용하여 성자 선량을 측정함.

•분말형 표 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물질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평가

-35,000,58,000,65,000MWd/tU사용후핵연료 분말형 표 물질 4종류의 화학분

석을 하여 시료를 이송하고 분말 시료내 U,Pu동 원소 함량의 화학분석 자

료를 확보함.

-ORIGEN 코드 결과와 화학분석 결과 비교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 연소도 보

정이 필요함을 확인함.

다.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 물질 제조

•연소도별 펠렛형 표 물질 제조 특성 평가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공정을 이용한 화학 으로 매우 균질한 펠렛형

표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설정함 :펠렛형 표 물질내 샘 링 치에

따라 민감 물질의 농도가 변화되는 상을 방지할 수 있음.

- 펠렛형 표 물질 상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를 설정함 :단일 연소도(27,000,

35,000,65,000MWd/tU),연소도 혼합(45,000MWd/tU).

- 연소도 (27,000,35,000MWd/tU)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펠렛형 표 물질

를 제조하고,화학분석(U,Pu,연소도 측정)자료를 확보함.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연소도별 펠렛형 표 물질를 제조하고,펠렛형 표

물질의 상 도를 평가함.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활용도를 높이고 오염 손실을 방지하기 한 하여

지르칼로이 재질의 표 물질 용 형 용기를 설계하고 제작하 음.

•펠렛형 표 물질내 핵분열성물질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평가

-펠렛 내 핵물질 균일도 증가를 한 제조공정 개선을 하여 혼합 연소도 펠렛

의 성자 방출 특성을 DSNC를 활용하여 핵물질 균일도를 평가함.

-입수한 IAEA 표 선원을 활용,DSNC의 측정 효율 평가 결과 약 4.4%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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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나타내었으며,이는 기존 약 8∼ 10.8%보다 낮은 값을 보여 보정함.

-연소도 혼합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펠렛형 표 물질의 핵물질 분포 특성을

DSNC를 활용하여 평가하 으며,U,Pu 연소도 측정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함.

3.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가.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SIMFUEL이용)

•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복합성분 상분리 거동 특성 분석

-단일성분 희토류 원소(Ce,Nd,Sm,Eu,Gd)를 이용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상

분리 거동 분석 결과,상분리율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짐을 확인함 :연소도

30,000MWd/tU에서는 82% 이상,60,000MWd/tU에서는 91% 이상임.

-복합성분(Sr,Zr,Nd)희토류 원소 상분리 거동 분석 결과,희토류 원소는 Sr과

함께 고농도로 농축되고 Zr에는 일부 농축됨을 확인함.

•희토류원소 분리기술 응용성 평가

-희토류 상분리 공정 물질수지를 설정하고,상분리율 기계 분리효율을 가정

한 물질수지를 설정하여 희토류 상분리 공정의 이로 공정에의 응용 가능성을

분석함.

나.기계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SIMFUEL이용)

•희토류원소 기계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방법 선정

-건식법에 의한 기계 분리 후보 공정 기술을 비교한 결과,후보 기술로서 진동

체 분리,고구배 자성분리 기술(자성이 낮은 상자성 미세 입자 분리 가능,자성

SUS필터 이용)을 선정함.

•기계 방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

-고농도 희토류원소 고용 (U1-yREy)O2+z 입자 입도크기(0.5～1.5㎛)와 U3O8 상

입도크기(10㎛ 이상)차이에 의하여 기계 분리를 한 기 자료 확보함.

-환원․ 온(360℃)산화조건하에서 열처리에 의한 고농도 희토류원소 함유 결합

입자의 분리율이 증가함을 확인함 :U3O8이 비교 균일하게 쇄되어 분리됨.

-진동/Sieve이용 기계 분리 특성 평가 결과,20㎛이상의 분말에도 약 1.5㎛

입자인 (U1-yNdy)4O9가 분포하며 20㎛이하의 분말에도 U3O8입자들이 분포되

어 분말 입도차이에 의한 분리는 힘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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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이용 기계 분리를 하여 희토류원소 함유량이 다른 상들의 자화율 측

정 결과,(U1-yREy)4O9자화율이 U3O8자화율보다 약 5배 높으며, 오존 처리시

자화율 차이가 큰(약 90배 차이)분말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함 :UO2 >

U4O9(UO2.25)>U3O8>UO3

- 온 환원․산화처리 분말 오존처리 분말 이용한 자성분리 특성 실험 결과,

U1-yNdy)4O9입자 분리율은 환원․산화(350℃)2회 반복/오존처리 포집분말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 음.

-고구배 자성을 이용한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의 기계 분리 공정조건을 설정하

음.

다. 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SIMFUEL

이용)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효율 제조 특성 평가

- 온 환원․산화 반복 처리함에 따른 자성분리효율에 미치는 향을 용산화

물(NiO :U1-yREy)O2+z 용,Y2O3:UO3 용)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반복처

리회수 증가에 따라 (U1-yREy)O2+z 포집율은 증가하나 UO3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음.

-고온산화 처리된 결합입자가 분리된 분말을 이용,자성분리 실험 수행 결과,반

복 처리에 따라 포집물의 함량이 감소하고 투과물 내의 희토류 원소 조성은

감소함을 보임.

-결합입자 분리 개선을 하여 링 공정 도입 자성분리 효율을 증 시키기

한 추가 분리공정 흐름도를 설정하고,자성 분리 실험을 통하여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의 분리 가능성을 확인함.

-고온 열처리 분말내 희토류원소 함량 변화에 따른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

가 결과, 링 공정을 도입할 경우 희토류원소 함량에 무 하게 품질 기 인 이

론 도의 95% 이상을 만족함을 확인함.

4.Single 극 모듈식 다발 용 장치 제작

가.핫셀 원격 용 기술성 분석

•Zr-4 합 원격 용 기술 분석

-DFDF핫셀에서 다발 원격 용 공정 개발을 하여 Zr-4end-plate용 공정

변수의 제어 다발용 공정변수의 자료 구축을 통하여 end-plate용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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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weldline분석,균일한 합강도 유지 다발 치수검사 등의 기술 특성을

분석함.

-Zr-4 합 용 공정 변수 분석을 통하여 핫셀 용 시 개선하여야 할 기술 항

목은 end-plate용 을 한 연료 원격조립 특수치구 개발,Zr-4용 부 weld

line제거를 한 용 변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기본설계

-기존에 수행한 multi-pin집합연료 용 장치의 개선 사항을 분석한 후 조작과

크기 면에서 간결하고 핫셀에서 다발 제조 원격조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듈

화 비 개념을 설정하 음.

-모듈식 원격 용 장치 주요 구성을 크게 상단부,가지 극 교환부,end-plate이

송 삽입부,다발 회 부 다발의 상하 조정을 한 하단부로 모듈화하고 기본

설계 자료를 생산함.

나.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제작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모듈화 상세 방안 설정

-모듈식 원격다발 상단용 장치의 기본 요소를 구성하고,원격 운 을 고려하여

각 주요 세부 모듈별 설계 반 사항을 설정함.

•상단 용 장치 모듈별 상세 설계 도면 작성

-상단 주 극 용 헤드 조립을 한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Pro-E를 이

용한 용 헤드 3D설계 도면 분석을 통하여 상단 주 극 용 헤드 원격 모

의 성능시험을 수행함.

-A면/B면 가지 극부 조립을 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Pro/E를 이용한 가지

극부 3D설계 도면을 작성함.

-A/B면 합 이송삽입부 조립설계 도면을 작성하고,Pro-E이용 합 이송

삽입부 3D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합 이송삽입부 모의실험을 수행함.

-모듈식 상단 용 장치는 크게 4개의 sub모듈로 구성하고,부품 수 조립작

업을 최소화하는 조립설계 방법을 평가하여 상세 설계함.

다.핫셀 용 성 평가를 한 정 치수 측정 기술 분석

-연료다발 치수측정의 검사방법 기 설정을 하여,연료다발 용 성 평가를

한 치수검사 측정기 비교 분석 원격운용 시 치수측정의 검사방법 보완을

한 사 기술 검토를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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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다발 용 강도 공정 리 기 비교 분석을 통하여 치수측정 공정 리의

정기 기술을 검토하 음.

라.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모듈식 하단 용 장치 설계

-모듈식 하단 다발장치 다발회 장치와 연료 조립 장치 기본설계 후,부품

별 분해,해체 결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 개념으로 설계를 완료하고,원격성

시험 운 보완을 한 모델링 설계를 수행함.

-모듈식 원격 다발 체 용 장치 제작을 하여 상세부품을 확보함.

-모의시험용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의 1차 설계 모형도를 완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상세 설계 제작 도면을 확보함.

- 체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의 part별 원격 운용성에 한 설계 항목별

검 사항을 설정하고,구성 핵심 part별 기본 설계 자료에 한 원격 운 성 상

세 분석을 수행함.

•Pro-E이용 모듈식 용 장치 원격성 모의 시험

-Pro-Engineer 로그램을 이용한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의 모델링 설계

모사실험을 수행하고,가상 원격조작기(manipulator)를 이용한 모의작업 진행,

상 하단 주요 부품조립에 한 분해,해체 결합 특성을 평가함.

•모듈식 상·하단 용 장치 조립 제작

-원격성 모의 시험을 바탕으로 설계 개선후 모듈식 원격 용 장치를 제작하고,

mock-up시험시설 모의 핫셀에 설치하 음.

-모의 시설내에서모듈식 다발 용 장치의 원격성 성능 시험을 한 세부 검

항목별 주요 구성 부품을 설정하 음.

V.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분말화 개선 기술 등의 핵심 기술 자료 등은

이로 공정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원천 기술로 직 활용할 계획임.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련 분야에 직 으로 활용함.

•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 물질 제조 기술은 핵연료주기 공정 반 의

핵물질 계량 리에 직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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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연소도 범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처

리 공정,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에 한 원천 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

서 사용후핵연료 장 재순환,처분 등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에 필수 인

기술 자료로 응용 가능함.

• 이로 공정에 앞서 불순물 제어를 한 처리 공정으로 활용하여 공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선행 공정으로서 역할도 기 됨.

• 건식 공정에 의한 불순물 제어을 통하여 불순물이 낮은 분말을 별도 공정으로

처리함으로서 재순환 핵연료 주기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용량의 증 가

기 되며,아울러 원격 제조 공정 효율 제조된 환체의 품질 향상에 응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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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 요약문)

I.ProjectTitle

DevelopmentofFabricationTechnologyforDryProcessOxideProducts

II.ObjectiveandImportanceoftheProject

Technology developmentforthe proliferation resistantnuclearfuelcycle is

necessary tocontinuethepeacefulapplicationofnuclearenergy in thenuclear

renaissanceera.Whilethetechnologydevelopmentstudiesusingrealspentfuelare

limitedduetothesensitivityofhandlingoftransuranicelementsinROK,remote

experimentsofdryprocessbyusingrealspentfuelhavebeenaccessibleinthis

study.Itisneededtoobtainkeyexperimentaldatawhichareapplicabletonuclear

fuelcycletechnologyforspentfuelrecycling.

Applicationtechnologyofthespentfueldryprocesstechnologytothebackend

ofnuclearfuelcycleshould bedeveloped by considering therecenttechnical

developmentworldwide.Becausetheaveragedischargeburnupofspentfuelhave

been increased recently,theeffectsofhigh burnup on thefabrication ofdry

processoxideproductsandspentfuelstandardmaterialforthenuclearmaterials

measurementtechnologydevelopmentarerequired.Hotcelloperationtechnology

for high radioactive nuclear materialand improved remote equipmentdesign

technologyarealsorequired.

III.ScopeandContentsoftheProject

1.FinalObjectivesandResearchObjectivesofthePhase

○ FinalObjectives

-RemotefabricationtechnologyandQA processdevelopmentofspentfuel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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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oxideproductsconsideringburnupcharacteristics

○ ObjectivesofthePhase(2007-2009)

-Remote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dryprocessoxideproductsand

theexperimentaldatabaseestablishmentbyusinghighburnupspentfuel

2.MajorResearchScope

A.Remote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dry process oxide

productsusinghighburnupspentfuel

• Improvementofpowderingtechnologyofhighburnupspentfuel

• Characterizationoffabricationpropertiesofdryprocessoxideproductsusing

highburnupspentfuel

• 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dryprocessoxideproductsusinghigh

burnupspentfuel

B.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spentfuelstandardmaterial

• Fabricationtechnologyanalysisofspentfuelstandardmaterial

• Fabricationofpowder-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 Fabricationof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C.Characterizationoftheseparationbehaviourofrareearth(RE)elements

• EvaluationofREelementsseparationbyoxidationprocessofSIMFUEL

• EvaluationofREelementsseparationbymechanicalprocessofSIMFUEL

• Fabrication behaviourofoxide products with lowerrare earth element

contentbyusingSIMFUEL

D.Fabrication of modulated bundle welding equipment using single

electrode

• Analysisofremoteweldingtechnologyforhotcell

• Fabrication ofmodulated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using single

electrode

•Analysisofdimensionalmeasurementtechnologyforweldabilityevaluations

inhotcell

• Fabricationofmodulatedbundleweldingequipmentusingsingle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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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ResultsoftheProject

1.Remote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dryprocessoxideproducts

usinghighburnupspentfuel

A.Improvementofdecladdingandpowderingtechnologyusinghighburnup

spentfuel

• Improvementofdecladdingandpowderingtechnologyofspentfuelwithhigher

burnupmorethan50,000MWd/tU

-Spentfuelrodsdischargedfrom YounggwangNPP(J502-R13andJ502-C16)

were transported to the DFDF hot cellfor oxidative decladding and

powderingexperiments.

-Yieldbymechanicaldecladding ofhighburnupspentfuel(58,000,65,000

MWd/tU)were94-96% onlyandthetotalyieldafteradditionaloxidationof

thecladdinghullwasmorethan99%.

-Horizontal mechanical decladding machine has been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the evaluation ofthe applicability ofthe mechanical

decladdingofhighburnupspentfuelrodsinahotcell.

• Characterizationofoxideproductspowder

-Forspentfuelrodswith65,000MWd/tU,powdering over99% couldbe

obtained by additionalmilling and OREOX after1st oxidation,whereas

powderingover99% couldbeobtainedby1
st
oxidationforspentfuelrods

with58,000MWd/tU.

-Powdersizedistribution:after1
st
oxidation92% werelessthan40㎛,after

OREOX82% werelessthan70㎛.

B.Characterizationoffabricationpropertiesofdryprocessoxideproducts

usinghighburnupspentfuel

• Characterizationoffabricationpropertiesofoxideproducesusingmixedburnup

spentfuel

-Low burnupspentfuelrod(37,000MWd/tU,Q43-F16)wastransportedtothe

DFDFhotcellforoxidativedecladdingexperiments.

-Forthecharacterization ofpowdering and sintering behaviourofmixed

burnuppowder,mixingcriteriawaschosentocontain0.006% Cm a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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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pentfuelwith45,000MWd/tU.

-Compactiondensitiesofmixedburnupspentfuelpowderwerelowerthan

thoseofsingleburnupspentfuelpowder

• Evaluationoftheeffectsofheattreatmentontheoxideproductsfabrication

properties

-Sintereddensitiesofmixedburnuppowderafter1,800℃ for10hourswas

about93% TD(TheoreticalDensity)whichislessthan95% TD intheQA

fabricationprocess.

-Byaddinganintermediateheattreatmentat1,300℃ for3hours,sintered

densityhigherthan95% TDcouldbeobtained.

C.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dryprocessoxideproductsusing

highburnupspentfuel

• Optimizationoffabricationprocess

-Comprehensive evaluation ofoperation technology ofremote fabrication

equipmentbasedonthehotcelloperationexperiencesfor10years.

-Upgraded mechanicaldecladding equipmentwas manufactured based on

design improvements from mechanicaldecladding experiments of high

burnupspentfuel.

-Modularization concepts of powdering, milling and sintering process

equipmentwasdevelopedbasedontheremoteoperationexperiences

• ComprehensiveevaluationofQAremotefabricationprocess

-Revise the QA fabrication process based on the improvements ofeach

processandequipmentdesignconsideringwiderangeofdischargeburnupof

spentfuel.

2.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spentfuelstandardmaterial

A.Fabricationtechnologyanalysisofoxidespentfuelstandardmaterial

• Evaluation methodology ofpowder-typeandpellet-typespentfuelstandard

material

-A conceptofstandardmaterialfornuclearmaterialmeasurementinspent

fuelbyusingdryprocesshasbeendeveloped.



-xv-

• Fabricationtechnologyanalysisofoxidespentfuelstandardmaterial

-Fabricationproceduresofstandardmaterialfornuclearmaterialmeasurement

wereestablishedbasedontheQAdocumentsofdryprocessofspentfuel.

-Fabricationmethodsofspentfuelstandardmaterialwithvaryingdensity,

fissilematerialcontentand gamma-ray sourceelement(Cs)contenthas

beenproposed

B.Fabricationofpowder-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 Fabricationandcharacterizationofpowder-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Threekindsofpowder-typespentfuelstandardmaterialwerefabricatedby

using spentfuelwith various burnups ranging from 27,000 to 65,000

MWd/tU.

-Contentoffissileelementswascalculatedby ORIGEN codeandneutron

emissionintensitiesofthespentfuelstandardmaterialweremeasured.

-HomogeneityofspentfuelstandardmaterialmeasuredbyCm contentand

thedeviationwaslessthan±5%.

-Mixedburnupspentfuelstandardmaterialwasfabricatedbythecriteriaof

45,000MWd/tUandCm contentof0.006wt%.

• Characterization of fissile material and fission products distribution in

powder-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Chemicalanalysissamplesforspentfuelstandardmaterialwithaburnupof

35,000,58,000,65,000MWd/tU weretransportedandtheirconcentrationsof

UandPuisotopesweremeasured.

-Burnupsofspentfuelrodsshouldbecorrectedbecausecalculatedvalues

andmeasuredvaluesshowedsomedifferences.

C.Fabricationof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 Fabricationandcharacterizationof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Fabricationprocessofhomogeneous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wasestablishedbyusingthedryprocessoxidefuelfabricationprocess.

-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wasfabricatedbyspentfuelwitha

burnupof27,000,35,000,and65,000MWd/tU.



-xvi-

-Pellet-type spentfuelstandard materialwas fabricated by using mixed

burnupspentfuelpowdertomakethereferenceburnupof45,000MWd/tU.

-Chemicalanalysis data ofpellet-typespentfuelstandard materialwere

obtained.

-Acontainerforspentfuelstandardmaterialwasfabricated.

• Characterization of fissile material and fission products distribution in

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Homogeneityoffissileelementsin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

wasevaluatedbyDSNCmeasurement.

-IAEACf-253neutronsourcewasusedtocorrecttheefficiencyofDSNC.

-Fissile elementcontentin pellet-type spentfuelstandard materialfrom

mixedburnupspentfuelpowderwasevaluatedbyDSNCmeasurement.

3.Characterizationoftheseparationbehaviourofrareearthelements

A.EvaluationofseparationbyoxidationprocessofSIMFUEL

• Phase separation behavior of rare earth elements by high temperature

oxidation

-SIMFUELwithsinglerareearthelement(Ce,Nd,Sm,Eu,Gd)showedthat

thephaseseparationratiowasenhancedwithincreasingtempearature(more

that82% for30,000MWd/tUandmorethan91% for60,000MWd/tU).

-SIMFUEL withrareearthcompound(Sr,Zr,Nd)testshowedthatrare

earthelementswereenrichedwithSrandpartlyenrichedwithZr.

• Applicabilityevaluationofrareearthseparationtechnology

-Utilization ofrareearth phaseseparation processin pyroprocessing was

evaluatedby assuming massbalanceofrareearth phaseseparation,the

phaseseparationratioandthemechanicalseparationefficiency

B.EvaluationofseparationbymechanicalprocessofSIMFUEL

• Selectionforcandidatemechanicalseparationtechniques

-Vibro-sieveseparation andmagneticseparation wereselectedamong dry

mechanicalseparationtechniques.

• Characterizationofmechanicalseparationperformanceofrare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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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differenceofrareearthenriched(U1-yREy)O2+zpowder(0.5～1.5㎛)and

U3O8powder(10㎛)wereobtained.

-Separation ratio ofrareearth enriched powderwasincreased in a low

temperature(350℃)oxidationconditionduetotheuniform powderingofU3O8

-Vibrationsieveseparationisnotpossibleduetotheagglomerationoffine

powders.

-Magnetization measurementofrareearth containing phasesshowed that

(U1-yREy)4O9 has 5 times higher magnetization than U3O8 and the

magnetizationdifferencewouldbeenlargedto90timesbyformationofUO3

whenoxidizedbyozone.

-Thehighestseparationefficiencywasobtainedwhen2cyclesofreduction

andoxidation(350℃)inozonewereconducted

C.Fabricationbehaviourofoxideproductswithlowerrareearthelement

contentbyusingSIMFUEL

• Fabricationbehaviorofrareearthelementcontainingpowder

-Theeffectsoftherepeated low temperaturereduction and oxidation on

magneticseparationefficiencywasevaluatedbyusingNiOandY2O3.

-Separationexperimentwithamillingprocessandtheadditionalseparation

process enhancing the magnetic separation efficiency showed separation

possibilityofrareearthelementcontainingpowder.

-Sintering density ofhigh temperature heattreated oxide powder with

varyingrareearthcontentwasmeasuredmorethan95% TD whenmilling

processwasintroduced.

4.Fabricationofmodulatedbundleweldingequipmentusingsingleelectrode

A.Analysisofremoteweldingtechnologyforhotcell

• AnalysisofremoteweldingtechnologyofZr-4end-plate

-Technicalanalysis ofweld line,uniform bonding strength,and bundle

dimensionalmeasurementfortheZr-4endplateweldingprocess.

-Evaluate welding process parameters for the remote assembling jig

developmentandZr-4weldline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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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designofmodulatedremotebundleweldingequipment

-Preliminaryconceptofmodulatedweldingequipmentwasestablishedbased

onthemulti-pinweldingequipment.

-Weldingequipmentwasmodulatedintoupperpart,branchelectrodechange

station,end-plateinsertpart,bundlerotationpartandlowerpart.

B.Fabricationofmodulatedupperbundleweldingequipmentusingsingle

electrode

• Conceptualizationofmodulatedupperbundleweldingequipment

-Basic items of upper bundle welding equipment were identified and

importantdesignparametersweredetailedconsideringremoteoperation.

• Detaileddesignofthemodulesofupperbundleweldingequipment

-Themodulesofupperbundlewelding equipmentwasdesigned and the

remoteoperationperformanceoftheupperbundlemodulewasevaluatedby

usingthePro-Eprogram.

-Sub-modules ofthe modules ofupperbundle welding equipmentwere

designedtominimizethenumberofpartsandassemblingprocedures.

C.Analysis of dimensional measurement technology for weldability

evaluationsinhotcell

-Technicalreviewson thedimensionalmeasurementcriteria,measurement

system,andmeasurementmethodsoftheweldedbundlewerecarriedout.

-Technicalreviews on the quality controlofthe welding strength were

carriedout.

D.Fabricationofmodulatedlowerbundlewelding equipmentusingsingle

electrode

• Designofmodulatedlowerbundleweldingequipment

-Basicitemsoflowerbundleweldingequipmentsuchasbundlerotationand

fuelrodassemblingweredesignedandimportantdesignparameterswere

detailedconsideringremoteoperation,disassemblingandcoupling.

-Checklistsfordesignparametersfortheremoteoperabilitywereprepared

andtheremoteoperationperformanceofeachpartwasanalysed.

• Simulationofremoteoperationofthemodulatedwelding equipmentby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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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Eprogram

-Modelingandsimulationtestofmodulatedremoteweldingequipmentwas

conductedbyusingthePro-Eprogram.

-Operation,disassembling andcoupling propertieswereevaluatedbyusing

virtualmanipulators.

• Assemblingofmodulatedweldingequipment

-Modulatedremoteweldingequipmentwasmanufacturedandinstalledata

hotcellintheDUPICmock-upfacility.

-Checklistsofthemajorpartsandtheirfunctionsfortheremoteoperation

performanceevaluationinthemock-upfacilitywereprepared

V.ProposalforFurtherstudyandApplications

• Keytechnologiesofdecladdingandpowderingtechnologiesofspentfuelare

planned to be applied to technology developmentofnuclearfuelcycle

includingpyroprocessing.

• Characterizationdataofdryprocessoxideproductsusingspentfuelwith

various burnup could be used directly in the pyro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 Standardmaterialfabricationtechnologybyusingrealspentfuelcanbeused

fornuclearmaterialmeasurementsinaprocessofnuclearfuelcycle

• Basictechnologydataofdecladding,powderingandoxidepelletfabrication

byusingrealspentfuelwithvariousdischargeburnupcanbeusedinspent

fuelmanagementstudiessuchasspentfuelstorage,recyclinganddisposal

• Rareearthelementcontroltechnologycanbeusedasahead-endtoimprove

theefficiencyofpyroprocessing



-xx-



-xxi-

CONTENTS

( 문 목차)

SUMMARY(Korean)················································································································ⅰ

SUMMARY(English)···············································································································ⅺ

Chapter1.Overview ofR&Dproject················································································1

Chapter2.Statusoftechnologydevelopment·······························································7

Section1.Statusofdryprocesstechnologydevelopmentofhighburnup

spentfuel········································································································7

1.Overview ·················································································································7

2.Statusofthedomesticandforeignresearches············································7

Section2.Statusoftechnologydevelopmentforfabricationofdry

processfuelbyusingSIMFUEL ·······················································10

1.Overview ···············································································································10

2.Statusofthedomesticandforeignresearches··········································11

Section3.Statusofdevelopmentforbundleweldingequipment·············13

1.Overview ···············································································································13

Section4.Analysisonthedetailedtechnologicalitems·································14

1.Summaryofstatusoftheforeignresearch ················································14

2.Essentialtechnologiesandthetechnicallevelforunitprocess··············15

Chapter3.Contentandresultsoftheproject····························································17

Section1.Remote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dryprocess

oxideproductsusinghighburnupspentfuel································17



-xxii-

1.Improvementofpowderingtechnologyofhighburnup

spentfuel···········································································································17

2.Characterizationoffabricationpropertiesofdryprocessoxideproducts

usinghighburnupspentfuel············································································21

3.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dryprocessoxideproductsusing

highburnupspentfuel·······················································································26

Section2.Fabricationtechnologydevelopmentofspentfuelstandard

material···········································································································29

1.Fabricationtechnologyanalysisofspentfuelstandardmaterial············29

2.Fabricationofpowder-typespentfuelstandardmaterial·························33

3.Fabricationofpellet-typespentfuelstandardmaterial·····························35

Section3.Characterizationoftheseparationbehaviourofrareearth

elements··········································································································37

1.EvaluationofseparationbyoxidationprocessofSIMFUEL···················37

2.EvaluationofseparationbymechanicalprocessofSIMFUEL···············43

3.Fabricationbehaviourofoxideproductswithlowerrareearthelement

contentbyusingSIMFUEL··············································································54

Section4.Fabricationofmodulatedbundleweldingequipmentusing

singleelectrode····························································································62

1.Analysisofremoteweldingtechnologyforhotcell···································62

2.Fabricationofmodulatedupperbundleweldingequipmentusingsingle

electrode··················································································································64

3.Analysisofdimensionalmeasurementtechnologyforweldability

evaluationsinhotcell·························································································67

4.Fabricationofmodulatedlowerbundleweldingequipmentusingsingle

electrode··················································································································68

Chapter4.AchievementofR&Dobjectivesandcontribution·····························73

Chapter5.PlanforutilizationofR&D results···························································79



-xxiii-

Chapter6.Overseasscienceandtechnologyinformationcollectedwith

performingtheproject·····················································································81

Chapter7.References············································································································83



-xxiv-



-xxv-

목 차

요 약 문 ····································································································································ⅰ

SUMMARY( 문 요약문)·······································································································ⅺ

제 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1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7

제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황 ·····························7

1. 연구 동향 개요····································································································7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7

제 2 SIMFUEL이용 건식재가공 제조기술 개발 황································10

1. 연구 동향 개요··································································································10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11

제 3 다발 용 장치 기술개발 황 ·····································································13

1. 개발 동향 개요··································································································13

제 4 세부기술 사항의 검토분석···········································································14

1. 국외 기술 황 요약··························································································14

2. 공정단 별 주요기술사항 국내 기술수 ··············································15

제 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17

제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제조

기술 개발··········································································································17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개선··················································17

2.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21



-xxvi-

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 개발··············26

제 2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29

1.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29

2.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 물질 제조··················································33

3.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 물질 제조··················································35

제 3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37

1.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

(SIMFUEL이용)······························································································37

2. 기계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

(SIMFUEL이용)······························································································43

3. 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SIMFUEL이용)····················································································54

제 4 Single 극 모듈식 다발 용 장치 제작················································62

1. 핫셀 원격 다발용 기술성 분석··································································62

2. 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제작·································64

3. 핫셀 용 성 평가를 한 정 치수 측정 기술 분석································67

4. 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하단 용 장치 제작·································68

제 4장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73

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79

제 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81

제 7장 참고 문헌·················································································································83



-xxvii-

표 목 차

표 3.1.2.1 J502집합체의 연소 이력···················································································17

표 3.1.2.2 원 방출 J502-R13,C16연료 의 주요 특성··································18

표 3.1.2.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rod-cut기계 탈피복에 의한 탈피복율·······19

표 3.1.2.4 기존 기계 탈피복 장치 단 개선 사항···············································20

표 3.1.3.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 비율·····························································22

표 3.1.3.2 사용후핵연료 이용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자격화 공정 조건·22

표 3.1.3.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따른 베취별 최종 압분체 도 평균값

비교·························································································································23

표 3.1.3.4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베취별 OREOX처리 후 분말 무게 비교

·································································································································25

표 3.3.2.1 기계 분리 후보기술·························································································44

표 3.3.2.2 진동체분리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결과···························50

표 3.3.2.3 용산화물의 선정 자화율···········································································51

표 3.3.2.4 분리효율(Es) 총 분리효율(Es_Total)······················································52

표 3.3.2.5 상분리 희토류원소의 고구배자성분리정도·····················································54

표 3.3.3.1 희토류원소 분리공정 개념 설계·······································································61

표 3.4.1.1 핫셀 원격용 의 기술성 분석···········································································62

표 3.4.1.2 핫셀 원격 용 장치 설계 시 개선 과 개선 후의 요약사항···················63

표 3.4.2.1 모듈식 상단용 장치 조립설계 시 고려사항·················································65

표 3.4.3.1 다발 용 성 평가를 한 검사기술의 비교···················································67

표 3.4.3.2 핵연료 다발의 용 강도 공정 리 상세 기 ···············································68



-xxviii-

그 림 목 차

그림 1.1.1.1 연구개발 과제의 기술 필요성 추진 략··············································2

그림 1.1.1.2 Averagedischargeburnup(GWd/tHM)ofthePeakReloadBatchin

Europe···················································································································3

그림 2.1.2.1 국내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 추세····························································8

그림 3.1.2.1 J502-R13,C16연료 연소도 분포 측정 자료·········································18

그림 3.1.2.2 수평형 기계 탈피복 장치 설계 도면························································20

그림 3.1.2.3 연료 단 비시험 사진············································································20

그림 3.1.2.4 사용후핵연료 종류별 산화 분말,OREOX분말 입자크기 분포············21

그림 3.1.3.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 베취별 소결체 도값 변화(1Xseries)

······························································································································24

그림 3.1.4.1 DFDF핫셀내에 설치된 수평식 탈피복장치···············································27

그림 3.1.4.2 수평식 탈피복장치 이용 J502-C16연료 단 사진·····························27

그림 3.1.4.3 수평식 탈피복 장치 형상 제작된 장치··················································27

그림 3.2.1.1 Cm-244 성자 계측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내 핵물질 계량 흐름도

······························································································································31

그림 3.2.1.2 Flow chartofthespentfuelreferencematerialfabricationprocess

······························································································································32

그림 3.2.2.1 VariationofneutroncountingwithCm content·····································34

그림 3.2.3.1 Cf-252sourceholderandtheDSNCmeasurement·······························35

그림 3.2.3.2 Neutronemissionwithburnupofpellet-typespentfuelstandard

material···············································································································36

그림 3.2.3.3 CalculatedCm-244contentwithburnup··················································36

그림 3.2.3.4 RelationshipofDSNCdoublesandCm-244content·····························36

그림 3.3.1.1 온도에 따른 X-선 회 도형··········································································37

그림 3.3.1.2 온도에 따른 (U1-yNdy)O2+z상의 분율··························································37



-xxix-

그림 3.3.1.3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상분리 입자형태 변화················································38

그림 3.3.1.4 열처리 온도에 따른 (U1-yREy)O2+z상에서의 RE(y)의 농도변화···········38

그림 3.3.1.5 기 Nd농도가 다른 분말 X선 회 도형·················································39

그림 3.3.1.6 (U0.91Nd0.09)O2소결체 열처리 분말·······························································39

그림 3.3.1.7 RE성분에 따른 상분리율··············································································39

그림 3.3.1.8 REs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상분리 입자형상 변화··································40

그림 3.3.1.9 고용성 원소 종류에 따른 X선 회 도형·····················································41

그림 3.3.1.10 고온산화 상분리공정의 물질 흐름도····························································42

그림 3.3.1.11 응용가능 상 공정도······················································································43

그림 3.3.2.1 고온산화 상분리 기술개요도··········································································45

그림 3.3.2.2 온 환원․산화반응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 형상;(a-1)1150℃

고온산화분말,(a-2)1150℃ 고온산화 후 환원분말,(a-3)1150℃

고온산화 후 환원․산화분말.(b-1)1400℃ 고온산화분말,(b-2)1400℃

고온산화 후 환원분말,(b-3)1400℃ 고온산화 후 환원․산화분말

······························································································································45

그림 3.3.2.3 2회 반복 환원․산화(360℃)반응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 형상···············46

그림 3.3.2.4 우라늄산화물의 자화율····················································································47

그림 3.3.2.5 오존 산화반응에 색변화··················································································48

그림 3.3.2.6 분리체 구성········································································································49

그림 3.3.2.7 시간에 따른 20㎛이하 체분리된 분말 양··················································49

그림 3.3.2.8 진동 Sieving분말 형상;(a-1)1회 환원․산화분말 >20㎛ ,(a-2)1회

환원․산화분말 <20㎛,(b-1)2회 환원․산화분말 >20㎛,(b-2)2회

환원․산화분말 <20㎛···················································································49

그림 3.3.2.9 진동 Sieving분말 형상;(a-1)1회 환원․산화분말 >20㎛ ,(a-2)

1회 환원․산화분말 <20㎛,(b-1)2회 환원․산화분말 >20㎛,

(b-2)2회 환원․산화분말 <20㎛·····························································50

그림 3.3.2.10 고구배 자성분리 장치······················································································51

그림 3.3.2.11 농도 1wt.% 분리효율실험············································································52

그림 3.3.2.12 농도 2wt.% 분리효율실험············································································52



-xxx-

그림 3.3.2.13 반복처리 회수에 따른 용산화물의 자성분리 효율································53

그림 3.3.2.14 온 환원․산화처리 분말 오존처리 분말의 포집율··························54

그림 3.3.3.1 시료번호 C2·······································································································55

그림 3.3.3.2 설계된 Pulley형 자성분리기 자극배열 도면·········································56

그림 3.3.3.3 제작 Pulley형 자성분리기···············································································56

그림 3.3.3.4 자성분리 분말제조 공정도········································································57

그림 3.3.3.5 링 열처리 공정에 따른 분말 SEM 찰 형상···································57

그림 3.3.3.6 자성분리 상 분말의 입자분포······································································58

그림 3.3.3.7 연소도별 고온 산화분말 SEM 형상·····························································59

그림 3.3.3.8 연소도에 따른 고온 산화분말 입자분포······················································60

그림 3.3.3.9공정 공정단계별 생성분말의 평균입도·····················································60

그림 3.3.3.10AP공정 3차 환원처리 분말 SEM 찰 형상··············································60

그림 3.3.3.11 TP공정 3차 환원처리 분말 SEM 찰 형상·············································61

그림 3.4.1.1 다발을 이용한 원격 gripper의 입체형상 도면···········································64

그림 3.4.2.1 조립작업 부품 수를 최소화하는 설계방법············································65

그림 3.4.2.2 모듈식 원격 상단 용 장치의 상세 설계도················································66

그림 3.4.2.3 상단조립부의 분해 조립 구조 도면························································66

그림 3.4.4.1 모의시험용 다발장치의 1차 설계 모형도····················································69

그림 3.4.4.2 Loopdoor를 이용한 원격 다발장치 모형도···············································69

그림 3.4.4.3 원격 체 다발장치의 2차 설계 모형도······················································69

그림 3.4.4.4 상단 용 헤드의 수정된 설계 내용······························································70

그림 3.4.4.5 상․하단 메인 임의 설계 변경································································70

그림 3.4.4.6 상․하단 메인 임의 4단 조립 내용························································71

그림 3.4.4.7 완성된 원격 상․하단 다발용 장치 사진··················································71



-1-

제 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제 인 원자력 르네상스 시 를 맞이하여 지속 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해서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은 필연 이며,선진 원자력 국가로의 진입을 목 으

로 독자 인 국내 핵연료주기 기술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 이다.따라서

핵확산 항성을 유지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건식 직 재가공 원격 제

조 기술은 핵연료주기의 핵심 요소기술로서,장기 으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에 본

기술을 목할 수 있다.국제 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확산성 후행 핵연료주기 기

술개발을 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 필수 이지만,국내 여건상

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이용 연구는 극히 제한 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한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연구가 유

일하게 근이 가능하며,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한 핵연

료 주기 기술 개발에 다양하게 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핵연료 원격 제조 공정 설비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사재시험시설

(IMEF,IrradiatedMaterialExaminationFacility)핫셀내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유일하

게 실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 재가공 핵연료를 국내 최 로 제조함

으로써 핵연료 원격 제조를 한 기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아울러 고방사성 핵물

질을 이용한 신뢰도 높은 원격 핵연료 제조 기술개발을 해 요구되는 핫셀에서 원격

작업 기술 장비 개선 그리고 원격 운용기술 개발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분

석,고방사성 물질 취 기술 원격 품질 리 기술 등 련 핵심기술을 지속 으로

개발하 다.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기술을 후행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지속 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해서는 최근의 기술개발 동향과 연

계하여 재의 기술 수 을 개선하기 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의 련 기반기술

확립이 요구된다.

1.기술 측면의 요성

되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련하여,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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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핵심 기술 자료

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하여 필수 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재 국내

으로 본 과제는 미국으로부터 JD(JointDetermination)를 승인받아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하여 형질 변경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1999년부터 축 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원격 제조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핫셀용 원격 다발 용 기술은 JD와의 연계성 듀픽 기술의 완성도 차원에서 개발

할 필요가 있다.그림 1.1.1.1은 본 세부과제의 연구 개발을 한 기술 필요성 추

진 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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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JD에 한 사 핵연료 경 연 가능

기 저
저연

경수로 핵연료

기 저
저연

경수로 핵연료

기적 점 : 다양한 연 사 핵연료 생

사 핵연료 연 특 핵연료 주기 공정 개
(건식 가공 원격 제조 특 핵심 기술 료 보가 필 함)

사 핵연료
연 가공

산 물전 체 제조
핵심기술 료 생산

핫
원격 다 제조기술

보 통한
픽기술

연 사 핵연료
핵물 계량

물 제조기술
개

그림 1.1.1.1.연구개발 과제의 기술 필요성 추진 략



-3-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에 의한 재순환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을 해서는

장기 으로 기존 원자로에서 발생되어 장 인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반 하여야 하

며,처리 상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범 는 장기 인 에서 보면 매우 다양한 분포

를 가지게 된다.그림 1.1.1.2에 도식한 바와 같이 핵연료의 장주기 고연소도화가 일반

인 추세이며,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특성에 따라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다르므로 이를

반 한 원격 제조 기술성 분석,특히 "dirty"재순환 핵연료의 품질 개선 연구 에

서 건식 공정 조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특성을 반 한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기술 특성 평가 자료를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1.2.Averagedischargeburnup(GWd/tHM)ofthePeakReloadBatchin

Europe

2.경제 측면의 요성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에서 본 과제를 통해 확보될 핵심 원격

제조 기술 개선된 원격 시험 설비는 국내의 미래형 원자로 핵연료 개발 향후

고려되고 있는 공학규모 핵연료주기 공정개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며,이러한 핵심

자료 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이 기 된다.

한 국내에서 실질 으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이용하여 핫셀에서 원격 제조공정

을 수행하는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과제로서 타 기 과제에의 인력,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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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이 가능하며,산업계에 기술 효과가 클 것으로 단되며,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과 련된 유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

3.사회 측면의 요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원천 기술 개발 기술 자료 생산을 통하여 유 기

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원자력에 한 국

제 신뢰도 향상 국민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특히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리와 원자력에 한 국민 이해 신뢰도가 필요한 시 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

공 특성 자료들은 핵연료주기의 새로운 기술 방안 제시에 활용 가능하고,사용후핵연

료 재활용을 한 핵심 기반 기술 구축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상과 같이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재가공 환체 원격 제조 기술 핵심 자료는 국가

원자력 기술 자립에 필수 인 역할을 할 것이며, 되는 사용후핵연료 리 문제를

완화하고,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원자력에 한 환경 친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제 2 연구과제 기획 개요

제 2차 장기과제 계획에 의하여 2002년 ∼ 2006년까지 수행된 과제명 "핵비확

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의 세부과제인 “핵연료 원격 제조 기술개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2006년 하반기부터 신규 기획에 의거하여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과제명으로 아래의 연구 목표 연구 범 를 설정하 다.본

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형질 변경하여 후행 핵연료주기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

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 과제이다.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 핵물질 계량용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 산화-기계 분리법 이용 희토류원소 건식 분리 기술개발

○ 원격 다발 용 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는 재까지 국내 으로 TRU 등의 핵물질을 취 하기에

는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본 세부 과제는 연구개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국제

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제로서,기존 2차 장기 과제와의 연구 항목별 차별성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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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설정하 다.

핵물질 계량
사 후핵연료

물질

고연 도
사 후핵연료

재가공 산 물 체
개

Module
원격 다

개

물 다량 함 한 사 후
핵연료 결 특 평가

건식 재가공핵연료
질 특 평가

Multi-pin 집합연료
원격 립

고연 도 사 후핵연료
재가공핵연료 결 특 평가

사 후핵연료 연 도별
건식핵연료 특 평가

사 후핵연료
원격 비

핵 열생 물 거동과
결 특 과 연계 평가

사 후핵연료 말
원격 비

Multi-pin 집합연료 원격
치 mock-up 

원격 평가

건식 재가공핵연료
질 특 평가

연 도 특 사 후핵연료
재가공 산 물 체

원격 격 공 개

SIMFUEL 
결 개

SIMFUEL 
첨가 향 평가

사 후핵연료 한
체계 원천 료 생산

산 - 계 리 다
원 리 연
새 게 행

핵물질 계량 물질
연 행

핵 열 물질 함 물질
는 사 후핵연료 필

연 내 2차 기 수행 내
3차 기 수행 내

연계 차

핫 원격 공 비 한
다 원격 연 행

제 3차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에서 핵연료주기 기술분야 내 과제로 아래와 같이 세

부 연구 내용을 설정하 다.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기술 자료 구축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

-Single 극 모듈식 다발 용 장치 개발

제 3 연구개발 목표 내용

본 단계인 2007년 ∼ 2009년도 수행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

세부과제 연구의 최종 목표 단계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최종 목표 단계별 연구 목표

○ 최종 목표

-연소도 특성 반 한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기술

자격화 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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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 단계(‘07∼’09)목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기술 자료 구축

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1)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개선

(2)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채 제조 특성 평가

(3)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채 제조 기술 개발

나.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1)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2)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 물질 제조

(3)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 물질 제조

다.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

(1)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평가(SIMFUEL이용)

(2)기계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특성 평가(SIMFUEL이용)

(3) 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특성 평가(SIMFUEL

이용)

라.Single 극 모듈식 다발 용 장치 개발

(1)핫셀 원격 용 기술성 분석

(2)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설계

(3)핫셀 용 성 평가를 한 정 치수 측정기술 분석

(4)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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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제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1.연구 동향 개요

국외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에 기 하여 산

화물 핵연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재순환 기술을 개발 이며,특히 미래 원자

력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재순환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완성을 하여 "Dirty

Fuel-CleanWaste"개념을 만족할 수 있는 "dirty"재순환 핵연료 기술개발 연구가 미

국,일본을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1.1.1.2.1.1.2]. 한 사용후핵연료를 효율

이고 미래 지향 으로 리하기 하여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종합 인 목표를 설정하 다[2.1.1.3].

- 되는 사용후핵연료를 환경 친화성과 핵확산 항성이 높은 기술을 이용하여

감량화

-사용후핵연료 처리 과정 발생하는 고 폐기물을 최소화

-독성이 크고 장반감기인 핵종 군들을 회수하여 고속로에서 완 연소시킴으로서

폐기물의 리 기간을 수십만년에서 수백년으로 단축하고 처분 부담을 획기 으

로 감소시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에서 고려하여 할 필수 요소 하나는 연소도 특성으로

서,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라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다르므로 이를 반 한 원

격 제조 기술성 분석,특히 "dirty"재순환 핵연료의 품질 개선 연구 에서 건식 공

정 조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특성을 반 한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기

술 특성 평가 연구는 미국,일본,유럽 국가에서도 기 단계이며,고연소도 사용후핵

연료 리 방안에 하여 IAEA에서 분석을 수행 에 있다[2.1.1.4].

2.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 동향

최근 주로 원자로의 경제성 향상을 한 성능 개선 신형 핵연료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발 소의 핵연료 연소도가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로 인하여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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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2.1.2.1].즉 원자로에서 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

일 출력 기 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사용후핵연료 리 측

면에서 유리하게 되지만 궁극 으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측면에서 사용후핵연

료 재활용 혹은 처분 특성에 향을 미친다[2.1.1.4].경수로 원자로 운 이력을 보면,

핵연료 연소도는 수십년 과 비교하여 세계 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 으며(그림

1.1.1.1참조),그림 2.1.2.1에 도식한 국내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를 보면,2005년도

까지 집합체 평균 연소도는 45,000MWd/tU 까지 증가하 고 최 연소도는 58,000

MWd/tU까지 증가하 다.

그림 2.1.2.1.국내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 추세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이상의

연소도 증가 추세는 사용후핵연료 이송,취 , 장뿐만 아니라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건식 재가공 공정 개발시 필수 으로 반 되어야 한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련하여,다음

과 같은 요한 특성들을 고려하여야 한다[2.1.2.2,2.1.2.3].

-핵연료 건 성 측면 :습식 건식 장,처분장으로의 이송을 고려하여 핵연료

집합체의 건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붕괴열(decayheat)발생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열은 기존

연소도 핵연료보다 더 높기 때문에 건식/습식 장 수송시 필수 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고방사능(Radiation):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η,γ)고방사능은

건식 장 수송시 필수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그러나 성자에 의한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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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붕괴열 특성과 달리 냉각기간이 10년에서 100년으로 증가할 경우 약 10배 정

도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다.

나.국외 연구 개발 동향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에 의한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를 하여 개발된 핵심 기

술은 산화/환원 공정에 의한 분말 처리 기술이다.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를 제조하

기 한 분말 처리 공정으로는 미국의 RockwellInternational사에서 개발한 AIROX

(AtomicsInternationalReductionOxidation)공정[2.1.2.4],캐나다의 AECL과 한국의

KAERI에서 개발한 OREOX(OxidationandReductionofOxideFuel)공정이 있으며

[2.1.2.5],특히 OREOX공정은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듀픽 핵연료 제조 공정

듀픽 분말 제조에 활용되었다[2.1.2.6].

상기의 두 공정에서는 연소도 약 40,000MWd/tU 이하의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 으며,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연구 결과는 거의 무한

상태이다.따라서 ․장기 인 에서 보면,재순환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흐름과

병행하여 다양한 연소도 특성을 가지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제조 특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참고 으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할 경우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증가하고 원자로에서 PCI(PelletCladdingInteraction) 상이 심화되어 탈피복

분말화율이 하되게 된다[2.1.2.7,2.1.2.8].

따라서 미국,일본, 랑스, 국 등 기존의 재처리 공정에서 용한 탈피복 방법은

습식공정인 단 용해(chop& leach)공정을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기계 탈피복,

산화 탈피복, 이 를 이용한 탈피복,염소 탈피복법 등 다양한 기술에 하여 활발

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1.2.9∼ 2.1.2.13].미국 INL(IdahoNationalLaboratory)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을 해 산화 탈피복(DEOX,DecladdingviaOxidation)

방법에 하여 사용후핵연료 길이,탈피복 온도,산화 분 기 등을 변화시키면서 탈

피복율,입도 크기 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1.2.13].미국

ORNL,일본 IRI,동경 력에서는 염소 탈피복 방법을 최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폐피복 지르코늄만 순수하게 분리 회수할 수 있어 회수 지르코늄을

폐기물로 처분하거나 혹은 재활용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각

받고 있으나 루토늄 분리의 우려로 인해 한국에서는 연구개발 제약이 상된다.미

국 SCIENTEC사,GammaEngineering사,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7년 이 이

용 탈피복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이 방법은 기계 탈피복 방법에 비하여 탈피복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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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 되고 원격 조작성이 좋으나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별도의 핵물질 회수공

정이 필요하며, 재 미국 ORNL에서는 이 방법에 하여 최근 심을 갖고 미국

SCIENTEC사와 재검토하고 있다[2.1.2.10].

다.국내 연구 개발 동향

국내에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연소도 27,300MWd/tU기 )를 이용하여 품질이 우

수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에 성공하고 품질기 을 만족하는 자격화

공정을 설정하 다.설정된 자격화 공정 개선을 목 으로,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 함량 증가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기본 연구를 수행하 으며,이를 통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할

경우 품질기 을 만족할 수 있는 소결공정을 새롭게 제시하 고, 한 연소도 65,000

MWd/tU의 고방사능,고함량의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핵분

열생성물 제어를 한 거동 특성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한 SIMFUEL을

이용하여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증가할 경우 소결 특성을 평가하고 소결 진제 첨

가제를 이용한 고 도,큰 결정립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 개선 연구를 수행하 다

[2.1.2.14,2.1.2.15].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OREOX공정에 사용할 핵연료 물질 공 을 하여 기계

탈피복 방법(mechanicalslittingmethod)에 의한 탈피복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기계 탈피복 방법을 개선하여 핵연료물질 회수를

한 기 연구를 재 수행 에 있으나,핵연료 회수율을 증 시키기 해서는 기계

탈피복 방법 산화 탈피복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 차세 리공정

(ACP,AdvancedConditioningProcess)기술개발에 요구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량 증

를 하여 여러 개의 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 탈피복 방법도 고려하고

있으나[2.1.2.16],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한 연구는 무하다.

제 2 SIMFUEL이용 건식재가공 제조기술 개발 황

1.연구 동향 개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는 고방사성 사용후 핵연료의 취 에 의한 시험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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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많아 실제 사용후 경수로 핵연료를 모사한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소

결체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있다.SIMFUEL소결체는 핵분열 기체 휘발성 핵분열생

성물을 제외하고 UO2기지에 고용원소,산화석출물, 속석출물로 구성된 3개 그룹의

화학 상태 미세구조를 모사한 것이다.SIMFUEL소결체는 농축 우라늄 신에

천연 이산화우라늄,핵분열생성물 신에 비방사능의 산화물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따라서 SIMFUEL소결체는 조사된 사용후핵연료를 신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방사성

물질이며,조사된 핵연료와 유사한 미세구조로 인하여 SIMFUEL소결체는 열 도도,

핵분열 생성 기체 이동,산화거동,침출거동, 기화학,핵연료-피복 상호거동,조사

손상 연구,물리 특성연구,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 개선,사용후 핵연료 차세

리공정 개발(ACP)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 개선에 SIMFUEL소결체를 이용할 경우 분말특성 분

석 개량,분말의 성형성 분석 개선,소결조건/분 기조 을 통한 소결체 특성 분

석 개량과 같은 다양한 시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재 SIMFUEL소결체를 이용하여 고온 산화후 상분리 분말의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는 KAERI에서만 수행하고 있으며,SIMFUEL 소결체를 이용한 이로공정

연구에 국내․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국외 연구개발 동향

1994년도에 SIMFUEL소결체를 이용하여 산화․환원처리 반복회수에 따라 생성된

분말 후속으로 planetary 링에 의한 생성된 분말을 특성화하 다.산화․환원처리

분말 planetary 링 분말에 한 소결특성을 분석하 다.이 후부터는 더 이상

SIMFUEL소결체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SIMFUEL소결체로부터 이용

하여 얻은 분말 제조공정 자료를 이용하여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

다.

고온 산화 공정법은 UO2.00이상에서 속상태로 존재하는 Cs과 같은 융 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원소와 Ru,Tc와 같은 고융 의 핵분열생성물을 산화에 의해서

휘발성 산화물을 환시켜 제어하는 방법이다.특히 캐나다 AECL에서는 1,100℃～

1,600℃의 산화 조건에서 Ru와 같은 고융 의 속 석출물 형태로 존재하는 핵분열

생성물을 제어함과 동시에 UO2에 고용되어 있는 희토류계 핵분열생성물의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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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시하 다[2.2.2.1].희토류 고용 UO2를 고온 산화 처리하여 희토류 함량이 높은

U4O9상과 희토류 함량이 낮은 U3O8상이 생성됨을 확인하 고,이를 바탕으로 사용

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고온 산화 처리를 한 후에 희토류 고함량 U4O9입자와 희토류

함량 U3O8입자에 하여 사용후핵연료 에 함유된 희토류 원소(La,Ce,Nd,Pr,

Sm)를 EPM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U4O9입자 내에 희토류 원소의 함량이 높아짐

을 확인하 다[2.2.2.2]. 재 이 기술에 한 추가 연구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핵주기개발원(JNCDI)과 동북 학교의 다원물질연구소는 공동으로 희토류

고용 우라늄산화물을 황화 반응에 의한 황화물로 환시킨 후에 자성분리에 의해 희

토류를 분리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에 용하기 한 기 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2.2.2.3,2.2.2.4]. 한 일본의 CRIEPI는 SIMFUEL소결체를 이용하여 고온 산화에

의해 생성된 분말을 펠렛형 소결체를 제조하여 이로공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2.2.5].

나.국내 연구개발 동향

1994년부터 SIMFUEL을 이용한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기술이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 다.SIMFUEL소결체 제조기술 개발 특성화가 수립되었으며,SIMFUEL

소결체의 산화․환원처리 반복횟수에 따른 생성분말의 특성화를 통해 최 분말 처리

조건이 확립되었다.이를 토 로 1995～2001년에는 연소도 35,000MWd/tUSIMFUEL

소결체를 이용하여 산화․환원처리 분말에 한 attrition 링과 링시간에 따른 생

성 분말의 특성화 모의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제조조건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소결체 도가 이론 도의 95% 이상인 건 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2002～2004년에는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고연소도인 60,000MWd/tUSIMFUEL소

결체를 이용하여 소결체 특성평가 연구를 수행하 다[2.2.2.6].소결특성을 비교평가

해서 연소도 35,000MWd/tU SIMFUEL소결체를 이용한 소결체 제조 실험도 병행하

다. SIMFUEL소결체를 이용한 산화․환원처리 공정조건별 분말 제조기술 개선을

통해서 산화․환원처리 공정을 최 화하 다.후속공정인 미분쇄 공정,압분/소결 공정

에 한 최 화 연구가 이루어 졌다.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모의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 내의 불순물 성분별 균질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분말처리 공정 에서 혼합

공정에 의한 분말의 균질한 혼합조건을 화학분석을 통해 확보하 다.최종 생성물인

소결체 내의 불순물 성분의 균질한 분포특성을 EPMA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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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6년에는 고 도와 큰 결정립(>15㎛)소결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기 해

서 불순물 성분이 분말특성 결정립 크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다양한 소

결 진제를 첨가하여 제조특성을 조사하 다[2.2.2.7].불순물 속석출물이 결정립

크기에 가장 큰 향을 주었으며,소결 진제로 TiO2를 0.2wt.% 첨가하고 소결온도를

1,800℃로 하여 결정립크기가 15㎛ 이상인 소결체 제조기술을 확보하 다.

사용후핵연료 핵분열생성물의 황화반응 특성 조사를 해 단일성분 희토류 고용

UO2의 고온 산화 생성 상분리 분말에 해 선택 황화반응을 하 으며,고온 산화후

환원분말에서만 선택 황화반응에 의해서 희토류 농축 우라늄 산황화물이 생성되었

음을 확인하 다[2.2.2.8].

한 최근에는 해환원공정에서의 속 환체 제조실험을 해서 SIMFUEL소결

체를 산화하여 분말로 만든 후에 다양한 형태의 입자(분말,그래뉼,펠렛)제조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제 3 다발 용 장치 기술개발 황

1.연구 동향 개요

건식재가공 산화물 핵연료 다발의 제조를 한 단마개와 합 의 용 방법을

해서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핵연료 다발 용 장치가 필요하며,특히 핫셀 내에서 연료

조립 핵연료 다발 제조 시 합부의 용 품질과 용 성능 향상을 고려할 때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핵연료 다발은 연소 시 원자로 내의 인 연료 과 일

정 간격으로 유지되면서,연료 에 냉각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조립하게 된다. 한,이

것은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이 원자로에서 가동되는 동안 손상이 잘 되는 부 가 핵

연료 다발의 합 과 단마개의 용 부이기 때문에 건 한 용 은 핵연료 의 안

성과 수명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을 한 합 용 의

요성으로 인하여 원자력 분야의 핵연료가공 련 원격 용 기술은 세계 인 추세에

서 볼 때 차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2.3.1.1].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연료 을 이용한 용 기술의 개발 결과 즉,핵연료 다발 부

품인 단마개와 합 을 이용한 용 특성 조사[2.3.1.2],치공구 설계 개선,그리고 원

격 용 기술 등을 자체 으로 개발하여 목할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재 산업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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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국가 연구 동향
개발

단계

사용후핵연

료 연소도별

탈피복

분말화기술

미국

일본

-미국 INL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을 해 산화

탈피복(DEOX,DecladdingviaOxidation)방법에 하

여 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미국 ORNL에서는 염소 탈피복 방법이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이 방법은 폐피복 지르코늄만 순수

하게 분리 회수 할 수 있어 폐기물 혹은 재활

용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루토늄 분리의 우려로 인

해 한국에서는 연구개발 제약이 상됨.

-일본 IRI,동경 력에서는 염소 탈피복 방법에 연구하고

이 방법이 폐피복 지르코늄만 순수하게 분리 회수

할 수 있어 폐기물 혹은 재활용될 수 있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함.

응용

응용

조분야에서 유사한 소기업체와 공동으로 이와 련된 기술정보 제공 기술이 을

추진하고 있다.국내의 핵연료 다발 제조의 기술수 은 원천 인 기 자료가 미흡하

고,거의 부분 해외기술에 의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의

원격 용 장치는 고도의 품질 성능이 요구되는 생산기술이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하

면,각 장치 모듈들의 한 조합을 통하여 요소 하나하나의 가치에 비하여 월등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 인 설계기술을 뜻한다.즉 기계 자와 같은 요소기술이

나 용 분야만의 문 지식보다는 그 요소기술들이 종합 인 능력을 발휘할 때,탁월

한 부가가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기술을 유기 으로 결합시켜 때 효율 인 설

계기술이 가능해 진다.

건식재가공 핵연료를 이용한 모의 펠렛 연료 제조와 특성실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핫셀에서 핵연료를 제조한 바가 있으며,연료 에 펠렛을 장 하여 연료 제조

의 마지막 단계인 용 을 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 마련되었다.

제 4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

1.국외 기술 황 요약

(개발단계 :기 ,개발,응용,실용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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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

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기술

미국

캐나다

캐나다

일본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은

주로 AIROX OREOX공정을 기반으로 한 원격 제조

기술 이며,연소도 40,000MWd/tU이하의 사용후핵연료

를 상으로 개발된 기술임.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은 최근에 간헐 으로 수행

되고 있음.

-건식 공정인 이로 공정에서는 연소도 50,000MWd/tU

이하의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상변화에 의한 고용상 핵분열생성

물 제어 연구는 캐나다에서 일부 수행한 이 있으나

재는 단된 상태임.

-최근 일본 학에서 산화-황화반응을 통한 희토류 원소

의 분리 연구를 기 연구 수 에서 수행 에 있음.

개발

사용후핵연

료 표 물질

제조 기술

미국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물질 계량용 표 물질 제조

기술 연구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세계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핵심 기 연구임.

-기존에는 사용후핵연료 자체를 재가공하지 않고 표 시

료로 사용하 음.

기

원격 다발

용 기술

미국

캐나다

-캐나다의 AECL,미국의 ORNL에서 핫셀 원격 TIG 용

이 수행된 바가 있음.

-일본 JAEA에서 JMTR용 재계장 연료 의 원격 용

고속 증식로용 MOX 핵연료를 이용한 핀 용 을 수

행하고 있어 핫셀에서의 원격 용 기술은 연료 제조

수 의 용 기술까지는 확립 단계임.

-연료 을 일체화하는 원격 집합 용 에 한 기술개발

은 시도된 바가 없음.

개발

핵심기술
비교국

(기 )
국내 연구 동향

단계 종료 후

기술수

비교(%)

1단계 2단계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분말화 기술

미국

(ORNL)

일본

(IRI,

동경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기계 탈피복과 고연소도핵연료에 한

산화 탈피복 기술 개발을 일부 실시한 바 있음.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을 기계 으로 탈피복하는 기술을

70 90

2.공정 단 별 주요 기술사항 국내 기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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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개발하 음.

-그러나 이러한 기계 탈피복 방법은 고연소도

핵연료 폐피복 에 잔류하는 핵연료 물질 회수

를 하여 기술 개선이 필요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

미국

캐나다

일본

-고방사성 핫셀에서 연소도 27,300MWd/tU 범

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품질기 을 만족

하는 산화물 환체 제조를 한 자격화 공정을

설정하 고,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 연구를 수행함

70 90

희토류 원소

건식 상분리

기술

캐나다

일본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에

따른 희토류원소 Nd단일성분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한 기 실험을 수행함.

60 80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

미국

캐나다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기술을

통하여 수로 원 용 산화물 핵연료 제조공정

을 확립함.

-국내 최 로 건식 재순환 핵연료 제조기술을 구

축하 으나,표 물질 제조를 한 연구는 수행

되지 않았음.따라서 국내 기술 수 이 선진국

수 이 됨.

60 90

원격 다발

용 기술

미국

캐나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고방사성 핫셀에서 원격

이 용 장치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연료

조사시험 축소 연료 등을 제조하 음.

-이를 바탕으로 모의시설을 이용한 멀티핀

(multi-pin)집합연료 원격 용 기술 기 연구

를 수행 임.

-핫셀 내에서 원격 다발 용 기술은 국내․외

으로 처음 시도되는 연구로서 선진국과의 기술

수 비교는 힘들며,국내 기술 수 이 선진국

수 이 됨.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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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1.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기술 개선

가.연소도 50GWd/tU이상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분말화 기술 개선

(1)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선정 이송

표 3.1.2.1의 J502집합체 연소 이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집합체 평균 연소도는

47,789MWd/tU 이고 냉각 기간은 약 1.8년으로 매우 짧으며 피복 재질은 Zirlo이

다.J502집합체 J502-R13 C-16연료 을 선정하고,PIEF에서 Cs감마핵종의 분

포도 측정에 의한 연소도 분포인 그림 3.1.2.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소도가 균일한

역을 설정하여 25cm 길이로 단한 후 연료 당 약 1kg-U(총 2kg-U)을 DFDF

시설로 이송하 다(표 3.1.2.2참조).

표 3.1.2.1.J502집합체의 연소 이력

영 광 4 호 기 장 입 방 출 E F P D
합 체  주 기

연 소 도

연 소 이 력 6 주 기 2 0 0 1 - 0 6 - 2 8 2 0 0 2 - 1 0 - 1 4 4 6 9 1 9 . 7 9 9

7 주 기 2 0 0 2 - 1 1 - 2 2 2 0 0 4 - 0 4 - 0 3 4 9 0 2 0 . 6 2 8

8 주 기 2 0 0 4 - 0 5 - 1 5 2 0 0 5 - 0 8 - 2 5 4 6 5 7 . 3 6 2

합 체  평 균 연 소 도 4 7 .7 8 9 G W d / tU

농 축 도 4 . 4 9 w /o
피 복 관 Z ir l o

U / r o d 1 .8 3 1 k g

냉 각 기 간 6 4 5 d a y s 2 0 0 7 - 0 6 - 0 1 기

연 료 봉 J 5 0 2 - R 1 3 J5 0 2 - C 1 6

봉 평 균  연 소 도 , G W d / tU 4 8 .9 7 3 5 5 .3 6 2

T h e r m a l p o w e r ,  W / r o d

F is s io n  p r o d u c t 1 .2 6 E + 0 1 1 .4 8 E + 0 1

A c t in i d e s 1 .2 1 E + 0 0 1 .6 4 E + 0 0

T o ta l 1 .3 8 E + 0 1 1 .6 4 E + 0 1

비 출 력 ,  W / g U 7 .5 6 E + 0 3 8 .9 7 E + 0 3

4  J5 0 2  집 합 체  연 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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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502-C 16  R o d  

          (Average B urnup  : 55.362 G W d/tU )

 J502-R 13  R o d  

          (A verag e B urnup  : 48 .973  G W d/tU )

J502-R1

3

J502-C1

6

그림 3.1.2.1.J502-R13,C16연료 연소도 분포 측정 자료

표 3.1.2.2. 원 방출 J502-R13,C16연료 의 주요 특성.

RodNo.
평균 연소도

(MWd/tU)

이송 역 연소도

(MWd/tU)

Rod-cut

갯수

이송 무게

(U-basis)

25cm rod-cut

총 무게

J502-R13 48,973 52,000 10개 약 1kg-U약 160g/rod-cut

J502-C16 55,362 60,000 10개 약 1kg-U약 160g/rod-cut

합 계 20개 2kg-U

(2)기존 수직형 탈피복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성능평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K23-M03, K23-B16 연료 (연소도 65,000 58,000

MWd/tU)rod-cut을 이용하여 기존 수직형 기계 탈피복 장치에 의한 핵연료 회수율

(탈피복율)을 핵물질 계량용 장비인 DSNC(DUPICSafeguardNeutronCounter)장비

를 이용하여 구하 다.DSNC는 핵물질로부터 방출되는 Cm-244 성자를 측정하여

핵물질 양을 계량하며,탈피복율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 다.

탈피복  
탈피복전 사용후핵연료   로     수

탈피복 로    수
×

최종 탈피복된 폐피복 (hull)의 화학분석을 통하여 우라늄 양을 구하면 탈피복율을

보다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화학분석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그러나 DSNC측정

치는 핵물질 양에 무 하게 선형성을 가지므로 본 방법에 의하여 구한 탈피복율은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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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수행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rod-cut 기계 탈피복후 폐피복

을 포함하여 2007년도 추가로 신규 연료 rod-cut을 이용하여 탈피복 후의 시편에

한 DSNC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rod-cut에 한 탈피복율

을 구하고 이를 표 3.1.2.3에 종합 정리하 다.

표 3.1.2.3.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rod-cut기계 탈피복에 의한 탈피복율

RodNo.
평균 연소도

(MWd/tU)

1차 탈피복율 Hull산화후 탈피복율

탈피복율 (%) 탈피복율 (%)

K23-M03 65,000 96.22 99.59

K23-M03 65,000 93.74 99.55

평균 94.98 99.57

K23-B16 58,000 99.05 99.69
J502-R13 52,000 99.06 99.92

J502-C16 60,000 97.52 99.58

종합 으로 보면,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rod-cut을 기계 탈피복후 산화 처리

하면 최종 탈피복율은 99.5% 이상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산화 처리한 폐피복 의 내부

에 침투한 우라늄을 고려하면 최종 탈피복율은 99.9%이상이 될 것으로 단된다.즉

2006년도에 수행한 분석 결과를 보면,연소도가 높은 65,000MWd/tU 폐피복 의 경

우 TRU 잔류물이 폐피복 의 내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내부로 침투된

TRU 핵물질은 쉽게 제거되지 않았다.폐피복 내부로 침투한 핵물질 양을 정량 으

로 정확히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침투 우라늄을 고려하면 1차 기계 탈피복 2차

산화 처리할 경우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탈피복율은 99.9%이상이 될 것으로 단

된다.

(3)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 개선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에 무 하게 즉 피복 재원 열화 특성에 계없이 기계

탈피복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기계 탈피복 장치를 새롭게 설계하고 이를 제

작하 다.표 3.1.2.4는 기존 수직형 탈피복 장치의 단 과 새롭게 개념을 설정한 수평

형 기계 탈피복 장치의 장 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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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4.기존 기계 탈피복 장치 단 개선 사항

기존 수직형 탈피복장치 단 개선 사항
•Blade가 3단으로 구성되어 원격 교

체가 용이하지 못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피복 재질

두께 등이 약간 상이하므로 연소

도별로 blade교체 필요

•수직형이므로 길이 제한이 있으며,

연속 탈피복 공정이 힘듬

•3단 blade로 인하여 피복 칩 발생

•Blade를 1단으로 하여 원격 교체 용이하고

피복 칩 발생량 하

•피복 재질 두께에 무 하게 blade의

단 깊이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함

•수평형으로 로울러에 의하여 연료 을 공

하므로 연속 탈피복 공정이 가능.즉 연료

길이에 무 하여 공정 시간 단축 가능

•후단에 hull 단,hull 핵연료 물질 분리,

분말화 연속 공정 설치가 가능

그림 3.1.2.2는 상기의 설계 사항을 반 하여 장치를 제작하기 한 설계 도면으로

서 크게 4가지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3.1.2.3는 zircaloy-4피복 을 이용하여

탈피복 실험을 수행 인 사진이다. 비 시험 결과,수평으로 연료 을 삽입하면서 기

계 탈피복에 의한 피복 단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며,로울러에 의한 자동 간격

조정을 하여 장치를 일부 보수하 다.

그림 3.1.2.2.수평형 기계

탈피복 장치 설계 도면

그림 3.1.2.3.연료 단 비시험

사진

(4)연소도 50,000MWd/tU이상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공정 개선

연소도 50,000MWd/tU 이상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500℃에서 10시간 1차

산화시키고 OREOX공정 산화 시간을 5시간으로 증가시킬 경우,1차 산화시간을 증

가시킴에 따라 무게이득은 약간 증가하 으나 1차 산화후 무게이득은 연소도 58,000

MWd/tU K23-B16핵연료의 경우 이론 값인 3.95wt%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

K23-M03핵연료와는 다르게 분말화가 충분히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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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조된 산화물 환체 분말 특성 평가

(1)사용후핵연료 이용 제조된 분말 입자크기 분포 측정

그림 3.1.2.4은 K23-M03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일부 분말 링후 혼합)

OREOX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G23-L2A(39,600MWd/tU)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

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3.1.2.4.사용후핵연료 종류별 산화 분말,OREOX분말 입자크기 분포

2.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가. /고연소도 혼합분말을 이용한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1)사용후핵연료 이송 DFDF핫셀내 장 황

재 DFDF 핫셀에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연소도 범 27,000

MWd/tU∼ 65,000MWd/tU의 사용후핵연료 약 21kg(U기 )을 장 이다.그러나

40MWd/tU 이하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는 건식 재가공 원격제조 자격화 공정 수립

에 부분 사용하여 연소도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다.특히 과제내 “사용후핵연

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개발”세부과제의 산화 탈피복 시험을 하여 조사후시험

시설(PIEF)에 장 인 고리 원 방출 Q43사용후핵연료 집합체 Q43-F16연료

을 선정하고, 상 연료 의 균일 연소도 역을 설정하여 25cm 길이로 단한 후

약 1kg-U(총 10개 rod-cut)을 DFDF핫셀로 이송하 다.Q43-F16연료 연소도는

36,600MWd/tU이고 냉각 기간은 약 7.5년이며,피복 재질은 Zircaloy-4이다.

(2)혼합비율에 따른 분말화/압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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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베취

연소도

(GWd/

tU)

형태
무게

(g)

무게

분율

이론

도

혼합

이론

도

FP분율

(%)

혼합FP

분율

Cs

분율

혼합Cs

분율

1X
G23-K10A+

K23-B16

35

58

Fragment

소결체

151.4

48.6

0.757

0.243

10.739

10.630
10.713

3.6

6.0
4,18

0.14

0.00
0.11

2X
G23-K10A+

J502-C16

35

60

Fragment

Fragment

146,1

53.9

0.730

0.270

10.739

10.622
10.707

3.6

6.0
4.25

0.14

0.22
0.16

3X
G23-K10A+

K23-M03

35

65

Fragment

Fragment

171.4

28.6

0.857

0.143

10.739

10.603
10.720

3.6

6.8
4.06

0.14

0.24
0.15

4X
G23-B5+

K23-B16

27.3

58
소결체

141.5

54.9

0.725

0.275

10.782

10.630
10.740

2.8

6.0
3.68

0.00

0.00
0.00

5X
G23-B5+

J502-C16

27.3

60

소결체

Fragment

139.4

60.6

0.697

0.303

10.782

10.622
10.733

2.8

6.0
3.77

0.00

0.22
0.07

6X
G23-B5+

K23-M03

27.3

65
소결체

167.2

32.8

0.836

0.164

10.782

10.603
10.752

2.8

6.8
3.46

0.00

0.00
0.00

(가)연소도 혼합비율 결정

표 3.1.3.1에 제시된 /고 사용후핵연료 혼합비율을 기 으로,표 3.1.3.2에 제시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를 한 자격화 공정(Qualifiedprocess)순서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용하여 산화/OREOX분말 최종 압분체 약 120개를 제조하 다.

표 3.1.3.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 비율

표 3.1.3.2.사용후핵연료 이용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자격화 공정 조건

순서 공정 자격화 시험조건

1 Slitting공정 -Mechanicalslitting

2 산화공정 -산화조건 :500℃,5시간,공기,8L/min
-가열속도 :4℃/분

3
산화․환원공정
(OREOXProcess)

-산화 :450℃,2시간,공기,5.5L/min
-환원 :700℃,7시간,아르곤/4% 수소,13L/min
-Passivation:80℃,4시간,아르곤/2% 산소,2L/min

4 미분쇄공정
-수평식 ball-milling방식
∘Millingtime:20분 (10분:450rpm,10분:600rpm)

5 혼합(I)공정 -0.2wt% zincstearate주입,20분간 혼합

6 비압분
조립화 공정

-압분압력 :64MPa
-조립화후 Sieving:#18통과(1mm)

7 혼합(II)공정 -0.2wt% zincstearate(2차혼합),20분간 혼합

8 최종압분
-최종 압분압력 :120MPa일정
-Die직경 :12.69mm

9 탈왁스공정 -800℃,3시간,아르곤/4% 수소,8L/min

10 소결 공정 -소결1:1,800℃(10시간)4% 수소/Ar
-소결2:1,300℃(3시간),1,800℃(10시간)4% 수소/Ar



-23-

(나)연소도 혼합비에 따른 분말화/압분 특성

산화분말 충진 도는 3X series(35+65MWd/tU)경우 3.45g/㎤로서,단일 연소도

(35,000MWd/tU :3.18g/㎤,65,000MWd/tU :3.61g/㎤)별로 단순 혼합한 계산 값

(3.24g/㎤)보다 더 높은 값을 보여 연소도 혼합에 의하여 산화 분말 특성이 약간 달

라지게 된다.실험 결과,베취내 압분체 도는 거의 차이가 없이 일정한 값을 보여주

어 원격 제조 실험의 재 성을 확인하 다.표 3.1.3.3은 각 베취별 최종 압분체 도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며,소결체를 재산화하여 제조한 압분체 도는 6.0∼ 6.3g/㎤

범 로서 Cs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fragment을 이용하여 제조한 압분체 도 범

6.3∼ 6.5g/㎤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이는 소결체를 재산화후 제조한 OREOX분말

의 성형성이 기 사용후핵연료 분말 성형성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3.3.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따른 베취별 최종 압분체 도 평균값

비교

베취
G23-K10A

+
K23-B16

G23-K10A
+

J502-C16

G23-K10A
+

K23-M03

G23-B5+
K23-B16

G23-B5+
J502-C16

G23-B5+
K23-M03

Series 1X 2X 3X 4X 5X 6X

측정 도(g/㎤) 6.26 6.49 6.50 6.08 6.32 6.03

계산 도(g/㎤) 6.56 6.55 6.57 6.62 6.60 6.63

*계산 도 :단일 연소도 이용 제조된 압분체 측정자료(그림 1-3참조)기 하여,

단순 혼합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도 값

(G23-B5:6.68,G23-K10A :6.60,K23-B16:6.45,J052-C16:6.42,K23-M03:

6.39)

표 3.1.3.3에 제시한 계산 도는 단일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OREOX분말을 이용하

여 자격화 공정 조건으로 120Mpa성형압력에서 제조한 최종 압분체 도 값을 기

(그림 3.1.3.2참조)으로 연소도별 혼합 비율(표 3.1.3.1)을 용하여 단순 계산한 압분

체 도로서 6.55～ 6.63g/㎤ 범 를 나타내었다.그러나 표 3.1.3.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실제 혼합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압분체 측정 값은 계산 값보다

체 으로 약간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이러한 결과는 연소도 혼합시 연소도 사용

후핵연료 함량이 73%이상인 을 고려하면 연소도 혼합시 서로 상이한 특성의 분말의

혼합에 기인하여 분말의 성형성이 단일 연소도에 비하여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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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혼합비율별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각 베취별로 제조한 최종 압분체를 이용하여 기존 자격화 소결 공정 조건인 1,800℃

에서 10시간 소결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3.1.3.1은 연소도 혼합시 베취내 소결체

도 변화의 표 결과를 도식한 것으로,시편별 소결체 도는 거의 일정한 값으로

실험의 재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3.1.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 베취별 소결체 도값 변화(1Xseries)

나.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특성 평가

(1)OREOX처리 조건에 따른 혼합분말 제조 특성

표 3.1.3.4는 연소도 혼합시 각 베취별 OREOX 처리 후 분말의 무게 변화를 정리

한 결과이다.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에 따른 기술 사항으로 /고연소도 분말의

균질화를 들 수 있으며,분말 입도는 산화 OREOX공정, 링에 의해 결정되고,분

말 입도가 작을수록 소결 도가 향상된다.

(2)소결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제조 특성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시 소결 특성에 향을 미치는 기본 인자는 크게 치 화

정도와 불순물 함량으로 여겨진다.불순물 함량은 연소도에 의해 결정되며 고용형 불

순물과 석출형 불순물이 있고,일반 으로 불순물은 소결을 방해하여 입도를 작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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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결 도를 낮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특히 석출형 불순물(Mo-Tc-Ru계 속 석

출물)은 입계에 석출되어 소결 시 입계의 이동을 방해한다.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연소

도 혼합시 소결체 도는 거시 으로 단일 연소도의 경향과 일치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즉 연소도 혼합시 Cm 함량 기 으로 45,000MWd/tU 이지만 고연소도에서 Cm

함량 비율이 높아서 불순물 기 으로는 해당 연소도가 낮아져 불순물 함량 기 은

36,000∼ 42,000MWd/tU 연소도 범 에 해당되고,단일 연소도 기 소결체 도는

10.2∼ 10.3g/㎤가 되어야 한다.

표 3.1.3.4.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베취별 OREOX처리 후 분말 무게 비교

베취
G23-K10A+
K23-B16

G23-K10A+
J502-C16

G23-K10A+
K23-M03

G23-B5+
K23-B16

G23-B5+
J502-C16

G23-B5+
K23-M03

OREOX 196.55 195.58 199.32 200.97 199.89 200.35

OREOX후 188.31 186.59 190.15 193.83 192.26 192.94

무게감소(%) 4.19 4.60 4.60 3.46 3.82 3.70

(2)소결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제조 특성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혼합시 소결 특성에 향을 미치는 기본 인자는 크게 치 화

정도와 불순물 함량으로 여겨진다.불순물 함량은 연소도에 의해 결정되며 고용형 불

순물과 석출형 불순물이 있고,일반 으로 불순물은 소결을 방해하여 입도를 작게 하

고 소결 도를 낮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특히 석출형 불순물(Mo-Tc-Ru계 속 석

출물)은 입계에 석출되어 소결 시 입계의 이동을 방해한다.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연소

도 혼합시 소결체 도는 거시 으로 단일 연소도의 경향과 일치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즉 연소도 혼합시 Cm 함량 기 으로 45,000MWd/tU 이지만 고연소도에서 Cm

함량 비율이 높아서 불순물 기 으로는 해당 연소도가 낮아져 불순물 함량 기 은

36,000∼ 42,000MWd/tU 연소도 범 에 해당되고,단일 연소도 기 소결체 도는

10.2∼ 10.3g/㎤가 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연소도가 다른 분말을 혼합하여 건식 재가공 산화물 소결체를 제조할

경우에도 개선된 소결 공정((1,300℃,3시간 후→ 1,800℃,10시간)을 이용시 95% T.D.

품질 기 을 만족하는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3)연소도 혼합에 따른 정 제조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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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량이 서로 다른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

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단일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제조 특

성과 비교하여 연소도 혼합에 의한 원격 제조 정 공정조건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 다.

-연소도를 혼합하여 제조한 OREOX 분말의 특성은 단일 연소도 이용한 경우와

약간 상이하므로 분말 소결성 (충진 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개선이 요

구된다.

-혼합 연소도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최종 압분체 도는 단일 연소도를 이용한

경우보다 낮아 정 성형압력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선된 소결 공정(MSP,소결공정 2,1,300℃에서 약 3시간 유지후 1,800℃ 승온

하여 10시간 유지)을 용할 경우 연소도 혼합에 향을 받지 않고 95% T.D.이

상의 품질 기 을 만족하는 건식 재가공 산화물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다.

3.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 개발

가.제조 단 공정별 최 조건 설정

(1)연소도 특성 반 수평식 탈피복 장치 성능시험 개선사항 평가

수평식 탈피복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rod-cut길이 피복 형태(직경,재질 종류)

에 무 하게 탈피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으며,이 장치의 성능을 입증하기 하여

DFDFM6a핫셀에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그림 3.1.4.1과 같이 설치하여 시운 성

능 시험을 수행하 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서 J502-C16 연료 (연소도 60,000 MWd/tU) rod-cut

(25cm 길이)을 이용하여 수평식 탈피복 장치에 의한 핫셀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그

림 3.1.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원료물질을 회수하 으며,폐피복 내면

에 핵연료가 다량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시운 결과를 토 로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개선 사항을 도출하 으며,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구동 로라의 축휨 로라 고정

-구동 고정 로라 간격 조

- 한 단 blade의 지지 손,탈피복된 폐피복 의 분할 각도 조 , 단된

폐피복 과 사용후핵연료 회수,폐피복 단 처리 부분에 한 장치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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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수평식 탈피복 장치 개발을 하여 1차로 제작된 장치를 이용한 핫셀 시운 결과

를 토 로 장치 개선 사항을 도출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재설

계하 다.그림 3.1.4.3와 같이 제작 장치 형상화에 의한 설계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장치 모듈화 내용을 추가하고,2차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제작하 다.향후 본 장치를

이용한 모의 성능 시험을 수행할 정이며,이를 토 로 핫셀에 설치할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림 3.1.4.1.DFDF핫셀내에

설치된 수평식 탈피복장치

그림 3.1.4.2.수평식

탈피복장치 이용 J502-C16

연료 단 사진

그림 3.1.4.3.수평식 탈피복 장치 형상 제작된 장치

나.원격 제조 자격화 공정 종합 평가

(1)원격 운 을 고려한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자격화 공정 설정

재 DFDF핫셀에는 약 25종의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장비가 설치되어 199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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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약 10년간 원격 운 되었으며,표 3.1.3.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공정부터 최종 소결체 제조 공정까지 원격제조 자격화 공정을 설정하 다.그러나 최

근 다양한 연소도 범 의 사용후핵연료를 취 에 따른 자격화 공정 조건을 검증한 결

과,탈피복 공정 소결 공정에 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자격화 공정을 재설정하

다.

(2)단 공정 장치별 모듈화 비 방안

아울러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련 핫셀에서 원격 운 장치에 한 설계 원격 운

성 평가 기술 개발 요성이 증 되고 있어 그동안의 핫셀 원격 운 경험을 반

하여 각 단 공정별 장치에 한 원격성을 재평가하고 각 단 공정 장치별로 모듈

화 방안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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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 개발

1.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물질 계량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 되는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의 제조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사용후핵연

료 산화물 환체의 형태별 표 물질 평가 방법론 제조 기술성에 하여 분석하

다.

가.산화물 환체 형태별 표 물질 평가 방법론 개발

일반 으로 표 물질 인증 로젝트 설계는 다음과 같은 차를 따르게 된다.

-표 물질의 정의

-샘 링 차 시료 제조 차 설계

-균질성과 안정성 시험에 한 측정방법 선정

-표 물질의 특성화 방법 설계

-샘 링 시료제조

-특성화에 합한 방법의 선정

-균질성 안정성 시험

-표 물질의 특성화

-균질성 시험,안정성 시험,특성화 결과의 조합 (측정 불확도의 평가 포함)

-인증의 설계와 한 경우 인증 보고서

표 물질은 NIST,NBL,ERM 과 같은 표 물질 생산 인증 기 에서 제조하며

방사성 동 원소 인증 표 물질의 로서 NIST에서는 Pu-239표 물질을 인증서와

함께 공 하고 있다.사용후핵연료 련 표 물질에 한 문서들은 ISO 문서,ASTM

문서,NRC규제 문서 등이 있다.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민감 핵물질의 측정은 시료를 용해하여 분석하는 화학

분석법이 있고,시료를 주어진 형태 그 로 측정하는 비 괴 분석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비 괴 분석법은 시료 비 분석에 많은 차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학분석

법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냉각기간, 기농축도와 같은 속성

을 검증하거나,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핵물질 함량을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해

리 사용되고 있다.비 괴 분석법에서 핵물질의 정량 분석은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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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한 후 핵물질 함량을 코드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직 일부 핵물질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감마선 분석법을 이용하면 핵분열생성물 동 원소들의 비율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

료의 연소도,조사 이력이나 냉각 기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3.2.1.1].그러나 기존에

리 사용되는
134
Cs/

137
Cs비율에 의한 연소도 평가법은 50,000MWd/t이상의 고연소도

에서는 오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 PIEF에서 보 인 K23집합체의 B16연

료 (울진#2)의 경우 노심 운 코드에 의한 계산 연소도와
134
Cs/

137
Cs비율에 의한 측정

연소도 사이에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감마선 분석에 의한 연소도

측정의 오차를 여서 핵물질 함량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성자는 Cm-244의 자발핵분열에 의한 성자가 부

분이다[3.2.1.2].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물질 계량은 그림 3.2.1.1과 같이 성자 계수를

통해 Cm-244의 질량을 측정하고 화학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Pu,U 조성과 코드 계산

을 통해 얻어지는 Pu/Cm,U/Cm 질량비를 이용해 Pu,U의 질량을 계산하게 된다.따

라서 Pu U의 측정 불확도에는 성자 계측기의 측정 불확도 외에 화학 분석의 측

정 불확도와 코드 계산의 측정 불확도가 합성되게 될 것이다.따라서 측정 불확도를

감소시키기 해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이 필요하다.

-첫째,화학분석을 한 샘 링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표 시료의 구성이

균질해야 한다.

-둘째,코드 계산을 해서는 표 시료의 정확한 물리 ( 도,무게),화학 (분자

식)명세가 있어야 한다.

-셋째,표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Cm-244 주요 핵분열성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정확한 함유량 정보가 있어야 한다.

-넷째,교정곡선 생산을 해 다양한 질량의 표 시료가 비되어야 한다.

DUPIC핵연료의 제조공정은 균질한 분말 소결체를 제조할 수 있고,다양한 연

소도의 사용후핵연료의 균질한 혼합이 가능하여 와 같은 자격을 만족시키는 사용후

핵연료 산화물 환체의 형태별 표 물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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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Cm-244 성자 계측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내 핵물질 계량 흐름도

나.산화물 환체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DUIPIC핵연료 제조공정 품질 보증 문서는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공정 차

확립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 공정은

다음과 같은 DUPIC핵연료 제조공정 품질 보증(QA)문서에 확립되어 있다.

-DUPIC핵연료 제조를 한 품질보증 로그램 개발 (CAN3-Z299.2-85)

-조사시험용 DUPIC핵연료 제조 운 차서 개발 (MOP)

-조사시험용 DUPIC 핵연료 제조 사용서 시험검사계획서 개발

그림 3.2.1.2는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의 제조 공정의 흐름

도를 나타낸다.

재 한국원자력연구원 DFDF핫셀에서는 27,000MWd/t에서 65,000MWd/t연소

도 범 의 사용후핵연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

할 수 있다. 한 다양한 연소도로 제조된 분말을 혼합할 경우 다양한 핵물질 함량을

가지는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산화 환원 열처리를 반복함에 따

라 사용후핵연료 펠렛은 미세한 분말로 변환되며 이 과정에서 Xe,Kr,I,Cs과 같이

핵분열 기체 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들이 방출되게 된다.Attritionmill 는 shaker

mixer를 사용하여 분말을 균질하게 혼합한 후 화학분석을 통해 U,Pu,Cm 등 주요

핵종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며 기본 으로는 그 반복 측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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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5% 이내인 것을 목표로 한다.균질성이 입증된 재가공 분말은 필요에 따라 분말,

압분체,소결체 등으로 가공하여 다양한 도를 갖도록 조 되게 된다.그 이후 성

자 계측 결과와 화학분석 결과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핵물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교정 계식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3.2.1.2Flow chartofthespentfuelreferencematerialfabricationprocess

27,300MWd/MTU의 연소도를 가지는 G23핵연료 을 건식 재가공한 후 화학조성

분석을 반복 수행하여 측정 불확도를 평가한 결과,미량 함유된 Pu-238을 제외한 나

머지 핵종들은 4% 이내의 측정 불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감마선원 핵분열생성물들은 비 괴형 사용후핵연료 계

측에 간섭 향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Cf-252등 표 선원은 Cs,

Sr등 감마선원 핵분열생성물이 존재하는 사용후핵연료와는 다른 계측 거동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감마선원 핵분열 생성물의 함량의 향을 분석할 수 있는 표

물질 시료가 필요하다.가장 강한 감마선원인 Cs은 휘발성이 높아 산화,환원 공정

소결 공정에서 휘발되는 특성이 있으며 열처리 온도,분 기 시간의 조 을 통

하여 Cs의 잔류 함량을 조 할 수 있다[3.2.1.3].DUPIC핵연료 제조공정에서 산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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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온도를 조 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Cs함량을 조 할 수 있다.사

용후핵연료 소결체를 산화 환원 열처리를 통해 분말화한 후 균질하게 혼합하고,열

처리 온도를 조 하여 감마선원인 Cs함량을 조 한 후,압분하거나 소결함으로써 감

마선원 존재의 향을 분석할 수 있는 표 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2.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 물질 제조

DSNC와 같은 성자 계측기를 보정하기 하여 실제 사용후핵연료 을 사용하기

해서는 길이 방향으로 연소도가 일정한 사용후핵연료 연료 을 선택한 후 반경 방

향으로 일부가 아닌 체를 포함하는 슬라이스에 한 화학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

이다.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핵분열성 물질 함량을

조 한 분말형 표 물질을 제조하여 분말형 표 물질 내 핵분열생성물 분포특성을 평

가하 다.

가.핵분열성물질 함량별 표 물질 제조 특성 평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길이방향의 연소도 차이,반경방향의 연소도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불균일한 미세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 물

질은 이러한 사용후핵연료의 불균일성을 균질화할 수 있는 공정을 통하여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 연구에서는 건식 재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균질한 분말형 사용후

핵연료 표 물질의 제조하는 차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듀픽 핵연료 제조를

한 품질 보증 로그램 개발 (CAN3-Z299.2-85)","조사시험용 듀픽 핵연료 제조

운 차서 개발 (MOP)","조사시험용 듀픽 핵연료 제조 사용서 시험검사계획서

개발"등의 듀픽 핵연료 제조공정 품질 보증(QA)문서에 확립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

가공 공정은 산화 탈피복,분말화 공정,소결 공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DUPIC제조공정을 이용하여 제조된 건식재가공 핵연료 소결체를 재산화한 분말을

이용하여 측정한 DSNC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3.2.2.1과 같이 연소도에 따른 Cm

함량과 성자 선량과의 계를 도시하 다. 성자 선량은 DSNC의 doublerate값을

사용하 으며 Cm 함량은 연소도별로 ORIGEN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사용하

다. 성자 측정 선량은 연소도별로 계산된 Cm 함량에 비례하는 선형성을 나타내었

다.이 데이터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별로 DSNC측정결과를 비교한 최 의 결과이

며,100g이상을 측정했던 이 결과와는 달리 10g의 소량의 사용후핵연료에 해서

성자 선량을 측정한 결과로서 향후 safeguards업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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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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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VariationofneutroncountingwithCm content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에 따라 핵분열성 물질의 도가 변화되며 필요에 의해서는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이러한 사용후핵

연료 변화가 핵물질 계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균질한 사

용후핵연료 표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건식 재가공 기술의 활용이 필수 인 것으로

단된다.

분말형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의 장 은 다양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혼합하여

핵물질 함량을 조 할 수 있다는 이다.본 연구에서는 이로 공정 장치 설계에 사

용하는 사용후핵연료 기 인 4.0%,연소도 45,000MWd/tU,냉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핵물질 함량을 갖는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을 제조하고 이를 평가하 다[3.2.2.1].평가

결과,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TRU 원소들의 함량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변화 정도

는 일정하지 않다.이는 Pu기 으로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을 제조할 경우 그 내부에

존재하는 TRU함량 는 Cm 함량은 기 핵연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 분석 결과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분말형 표 물질의 연소도는 감마

스캔으로 측정한 연소도와 거의 일치하 으나 50,000MWd/tU 이상의 고연소도 사용

후핵연료를 사용한 분말형 표 물질의 연소도는 감마 스캔으로 측정한 연소도 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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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 물질 제조

가.연소도별 펠렛형 표 물질 제조 특성 평가

펠렛형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을 제조하기 한 제조 공정으로 건식 재가공 핵연료

개발 시 확립된 자격화 제조 공정이 활용되었다.혼합연소도 펠렛을 제조하기 하여

각 연소도별로 혼합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값은 ORIGEN 코드를 이용한 계산

값에 근거하여 도출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의 활용도를 높이고 오염

손실을 방지하기 하여 표 물질을 할 수 있는 지르칼로이 재질의 형 용기를

설계하고 제작하 다.

펠렛형 표 물질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의 성자 방출 거동을 측정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DSNC교정 활용방안을 수립하 다.

(1)Cf-252표 선원의 DSNC측정

(2)Cf-252 성자 방출 계산값과 측정값을 비교,DSNC 성자 계수 효율 계산

(3)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의 DSNC측정

(4) 성자 계수 효율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의 성자 방출값 계산

(5)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의 성자 방출값으로 Cm-244함량 계산

(6)ORIGEN코드로 계산된 Cm/Pu비를 이용하여 표 물질 내의 Pu함량 계산

펠렛형 표 물질의 특성 평가를 해 DSNC의 성자 계수 효율을 교정할 수 있는

Cf-252표 선원(E8-281)을 IAEA로부터 입수하여 DFDF핫셀에 반입하 다.입수한

IAEA표 선원을 활용하여 DSNC의 측정 효율을 평가하 다.

그림 3.2.3.1Cf-252sourceholderandtheDSNC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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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펠렛형 표 물질 내 핵분열성물질 핵분열생성물 분포 특성 분석

그림 3.2.3.2는 10g의 연소도별 펠렛형 표 물질을 사용하여 DSNC로 측정한 후

성자 방출 특성을 측졍한 결과이다[3.2.3.1]. 한 그림 3.2.3.3은 성자 방출 특성을

Cm-244함량으로 계산한 결과이다.같은 무게의 펠렛형 표 물질을 사용하여 측정할

때 연소도에 따라서 Cm-244함량이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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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burnup

그림 3.2.3.4은 DSNC로 측정한 결과와 Cm-244함량과의 계식을 나타낸 것으로

화학분석으로 연소도를 측정한 펠렛형 표 물질을 사용할 때와 감마 스캔으로 연소도

를 측정한 사용후핵연료 rod-cut을 사용할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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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1.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SIMFUEL이용)

UO2 핵연료의 연소 에 핵분열생성물로 희토류(RE:rare-earth)원소들이 생성되

며,연소 후에 UO2기재에 고용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희토류원소는 핵분열생성물

의 약 30%,연소시 성자 흡수율의 약 50%를 차지한다.연소된 UO2의 재활용에 있

어 불순물인 희토류원소를 제거한다면 재활용 핵연료 내 핵분열성 물질의 에 지 효

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가.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복합성분 상분리 거동 특성 분석

(1)단일성분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U0.963Nd0.037)O2, (U0.91Nd0.09)O2, (U0.92Ce0.08)O2, (U0.91Sm0.09)O2, (U0.91Eu0.09)O2,

(U0.91Gd0.09)O2소결체를 제조하여 500℃에서 5시간동안 공기분 기하에서 분말화를 한

후에 1150～1400℃에서 8～18시간동안 산화열처리를 하여 생성된 분말의 기기 분석을

수행하여 희토류원소의 상분리 거동 특성을 분석하 다.

(가)온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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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50℃ (b)1200℃

(c)1300℃ (d)1400℃

그림 3.3.1.3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상분리 입자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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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열처리 온도에 따른 (U1-yREy)O2+z상에서의 RE(y)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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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 희토류원소 농도의 향

1200℃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X선 회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 소결체내의 Nd농

도가 높은 경우에 (U1-yREy)O2+z 상의 특성 회 면의 세기가 커졌다(그림 3.3.1.5,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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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U0.91Nd0.09)O2소결체

열처리 분말

(다)분리특성 평가

(U1-yREy)4O9상에서의 RE상분리율(phaseseparationratio)은 식 (3.3.1.3)에 따라

서 계산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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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합성분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표 3.3.1.1의 조성을 갖는 소결체를 제조하여 500℃에서 5시간동안 산화하여 분말을

만든 후에 1150～1400℃에서 산화 열처리를 하 다.

복합성분 희토류원소도 단일성분의 희토류원소와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 동일한 산

화거동을 가짐을 X선 회 분석,SEM 찰(그림 3.3.1.8),EPMA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1150℃ (b)1200℃

(c)1300℃ (d)1400℃

그림 3.3.1.8 REs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상분리 입자형상 변화

상분리율은 연소도 30,000MWd/tU에서는 열처리 온도증가에 따라서 82.41%에서

82.52%로 증가하 으며,60,000MWd/tU에서는 91.79%에서 91.9%까지 증가하 다.

1,200℃에서 열처리한 경우에 REs의 총분리율은 기계 분리효율을 80%로 가정하면,

연소도 30,000MWd/tU인 경우에는 66%,60,000MWd/tU에서는 73% 다.총분리율

을 80% 이상으로 높이기 해서는 연소도 30,000 MWd/tU에서는 97%,60,000

MWd/tU에서는 87%의 기계 분리효율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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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성 원소 상분리

사용후핵연료의 UO2에 고용되는 표 인 핵분열생성물인 RE,Zr Sr 신에

Nd2O3,ZrO2,SrO 시약을 이용하여 3종류의 소결체를 제조하여 이를 500℃에서 산화

열처리를 하여 분말을 만들었다.이 분말을 1200℃ 1400℃에서 산화열처리를 한

후에 생성된 분말에 해서 X선 회 분석,SEM 찰,EPMA분석을 수행하 다.

1,200℃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X선 회 분석 결과에 의하면 Sr만 고용된 시료(USr)

의 경우에는 Sr농도가 높은 사방정 구조의 (U0.786Sr0.214)7O18상, Sr과 Nd이 함께 고

용된 시료(UNdSr)에서는 Nd와 Sr이 함께 농축된 (U1-yNdySrw)O2+z상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Zr까지 함께 고용된 시료(UNdSrZr)에 해서도 3성분이 함께 농축

된 (U1-yNdySrwZrq)O2+z상(1400℃)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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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고용성 원소 종류에 따른 X선 회 도형

나.희토류원소 분리 기술 응용성 평가

(1)희토류 상분리공정 물질수지 계산

산화상 분리공정의 물질수지를 두개의 경우로 가정하여 분리하 다.물질수지(I)은

사용후핵연료에 U,TRU RE만 있으며 U과 TRU는 고온 산화시에 동일한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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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U와 TRU의 평균분자량,RE의 평균분자량,복합성분 희토

류의 1,200℃ 열처리에 의해 분리된 (U1-yREsy)O2+z 상에서의 RE 농도

(U1-wREw)3O8 상에서의 RE 농도(0.003mole)를 입하여 계산하 다.물질수지(II)는

TRU는 RE와 동일한 상 거동을 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RE와 TRU의 평균분자량을 이

용하여 물질수지(I)와 동일한 차에 의해서 계산하 다. 계산된 총분리율은 기계

분리효율이 90%로 가정하여 계산하여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여 그림 3.3.1.10에 나타내

었다.물질흐름도에 나타낸 각 원소들의 무게는 기 핵연료의 속성분의 무게를

1000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물질수지(I)에서 RE의 상분리율은 91.7%,총분리율은 82.5% 으며,물질수지(II)에

서는 상분리율이 94.6%,총분리율이 85.2% 다.

그림 3.3.1.10고온산화 상분리공정의 물질 흐름도

(2)희토류 상분리공정 응용성 분석

희토류 상분리공정에 의해서 Rh Pd를 제외한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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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제거 된다.기계 분리공정 후에 희토류 농축상의 분말은 해정련공정에 희토류

함량이 낮은 분말은 해환원공정에 응용 가능함을 보 다(그림 3.3.1.17).

그림 3.3.1.11 응용가능 상 공정도

2.기계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특성 평가 (SIMFUEL이용)

가.희토류원소 기계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방법선정

(1)기계 분리 후보 기술 분석

고체 입자 혼합물의 입도크기 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인 기계 분리

후보 기술 분석을 수행하 다.기계 분리 기술로는 체분리(sievingorscreening),여

과(filtration),침강(sedimentation),원심분리(centrifuging), 풍체법(elutriation)이 있다.

자성분리(magneticseparation)의 효율도 혼합물의 입도크기 도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3.3.2.1,3.3.2.2].분리공정 분류에 따른 후보기술을 분석하여 표 3.3.2.1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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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기계 분리 후보기술

분리공정분류 추진력 이용원리 장치 분리한계 건․습식분류

체분리
력,진동 입도차 진동체 최소 :20㎛ 건식,습식

압력,
원심력 입도차 Air-jetsieving 최소 :5㎛ 건식(집진필요)

여과 압력 입도차 정 여과막 최소:～0.1㎛ 습식

침강 력 도차 액분리기 상온 최고비 액 :
5g/cm3(Clerici용액)습식

원심력
원심력 도,입도차 Turbo-classifier 최소:0.5㎛ 건식(집진필요)

원심력 도,입도차 사이클론
사이클론직경 분
말 도 입도차
에 따라서 다양함

건식(집진필요)

풍체법 압력 도,입도차 십자흐름공기분 기
유속,분말 도
입도차에 따라서 다
양함

건식(집진필요)

자성분리
자력 자성,입도차 드럼형 큰 입자,강자성 건식

자력 자성,입도,
도차 고구배자성분리기 미세입자,상자성 습식,건식 가능

성 연구필요

(2)후보 기술별 특성 비교 방법 선정

진동체 분리기는 20㎛ 까지 분리가 가능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핫셀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며 량으로 분리조작이 가능성이 있다.자성분리기 에 드럼형은 철분을 함유

한 자성체로부터 비자성체로 분리하는 기술로 선 이나 폐기물로부터 철 성분을 갖는

물질을 회수하는데 사용된다.고온 상분리 분말은 상자성의 물질이며 분말이 미세하기

때문에 포집 단면 이 큰 드럼형 자성분리기에는 정 기력에 의한 부착될 수 있다.

자성이 낮은 상자성의 미세한 입자를 분리하기 해서 고구배 자성분리 기술이 도입

되었으며 자성이 있는 SUS필터를 이용하여 미세한 입자들을 분리할 수 있다[3.3.2.3].

일본에서도 UO2와 희토류산화물의 혼합물,UO2와 희토류황화물의 혼합물을 0.2～0.8

Tesla의 자장하에서 고구배 자성분리 실험을 수행하 다[2.2.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동/Sieve 자성분리법을 선정하여 희토류원소 분말의 분

리실험을 수행하 다.

(1)열처리 조건 변화에 따른 희토류원소 함유 입자의 분리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산화반응 동안 상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인장

응력과 압축응력을 이용하여 화학 결합입자를 분리하고자 하 다.

(가)듀픽 환원․산화조건하에서 결합입자 분리

그림 3.3.2.2는 1,150 1,400℃에서 산화열처리 한 분말,환원분말 산화분말을

SEM으로 찰하여 나타낸 것으로 환원분말(그림 3.3.2.8.(a-2),(b-2))의 경우,UO2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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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특징 인 띠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화분말(그림 3.3.2.8.(a-3),(b-3))에서는 층상으

로 U3O8입자가 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SEM 찰결과에 의하면 1,150℃보다

1,400℃에서 산화열처리를 한 경우에 U3O8입자에 결합된 (U1-yREy)O2+z입자가 크기

때문에 환원․산화처리를 할 경우에 (U1-yREy)O2+z입자가 더욱 잘 떨어져 나간 형태

를 보 다.

나.기계 방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 평가

그림 3.3.2.1 고온산화 상분리 기술개요도

그림 3.3.2.2 온 환원․산화반응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 형상;(a-1)1150℃ 고온산화

분말,(a-2)1150℃ 고온산화 후 환원분말,(a-3)1150℃ 고온산화 후 환

원․산화분말.(b-1)1400℃ 고온산화분말,(b-2)1400℃ 고온산화 후 환

원분말,(b-3)1400℃ 고온산화 후 환원․산화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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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환원․산화반응에 의해 U3O8입자로 부터 (U1-yREy)O2+z입자를 더욱 많이 분

리시키기 해 온 환원․산화반응을 2회 반복하여 (U1-yREy)O2+z입자가 더욱 많이

분리됨을 보 다.

(나)환원․ 온(360℃)산화조건하에서 결합입자 분리

UO2( 도 :10.96g/㎤)소결체를 산화할 경우에 간상인 U4O9이 300～370℃에

서 생성되며 U4O9상으로 환된 후에 다시 U3O8상으로 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간상인 U4O9( 도:11.2g/㎤)가 U3O8( 도 8.4g/㎤)상으로 환될

경우에 33%의 부피팽창에 의해 보다 작은 입자로 쇄 될 수 있다.그림 3.3.2.3은 70

0℃,5시간 환원 후에 360℃에서 24시간 산화한 분말의 결합입자 분리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500℃에서 산화한 경우보다 U3O8입자가 많이 쇄되어 (U1-yREy)O2+z입자가

잘 분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2.3 2회 반복 환원․산화(360℃)반응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 형상

(2)자화율 특성평가

(가)자화율 평가

자성분리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서 (U1-yREy)O2+z,U3O8,(U1-yREy)O2+z/U3O8혼합

상,UO2의 자화율을 측정하 다.1150℃ 1200℃에서 고온 산화열처리에 의해 생성

된 (U1-yREy)O2+z상의 자화율을 측정하기 해 (U1-yREy)O2+z입자의 EPMA 조성분석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U1-yREy)O2+z상의 소결체를 제조하 다. UO2자화율 측정 시

편은 앞과 동일한 무게와 성형 차에 따라서 제조하 으며 UO2시편은 1500℃에서 2

시간동안 4%H2-Ar분 기에서 제조하 다.자화율은 진동시료자력계를 이용하여 0～

10,000Gauss에서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2.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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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우라늄산화물의 자화율

(나)오존처리에 의한 자화율 차가 큰 혼합분말 제조

우라늄산화물의 자화율 크기는 UO2 > U4O9(UO2.25)> U3O8 > UO3의 순이다.

(U1-yREy)O2+z의 자화율은 부분 R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따라

서 고온 산화열처리에 의해 생성되는 혼합상 분말의 분리를 한 방법의 하나로 상자

성의 미립자 분말을 분리할 수 있는 고구배자성분리 기술이 고려되고 있으며,자성 분

리효율은 두 상간의 자화율 차이가 클수록 증가할 수 있다.

동일 과제내의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개발”과제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존처리에 의해서 U3O8상이 UO3상으로 산화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최 조건인 200℃에서 1,150℃의 고온산화 생성물인 (U1-yREy)O2+z

/U3O8혼합상의 분말을 6시간동안 오존처리를 하 다.

오존 산화반응에 의해서 (U1-yREy)O2+z/U3O8혼합상 분말도 U3O8분말과 비슷하게

오 지색으로 변하 으나(그림 3.3.2.5),혼합상 분말의 경우 검정색인 약 5wt.% 함유

된 (U1-yREy)O2+z에 의해서 진해 보 다.(U1-yREy)O2+z/U3O8혼합상을 오존 산화반응을

시킬 경우 U3O8만이 선택 으로 반응하여 UO3로 상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오존 산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분말형상을 SEM으로 찰한 결과,작고 둥근 입자는

(U1-yREy)4O9, 큰 입자들은 U3O8로 오존처리에 의해서 입자형상은 거의 변화가 없음

을 알 수 있었다.이는 상변화시에 U3O8상의 도(8.4g/㎤)와 UO3상의 도(8.54

g/㎤)차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150 1200℃에서 산화열처리 한 (U1-yREy)4O9의 자화율은 각각 9.49x10-6

8.99x10-6emu/g로 RE고용에 의해서 U4O9의 자화율인 7.15x10-6emu/g보다 높았

다. 한 (U1-yREy)4O9의 자화율은 U3O8의 자화율(1.75x10-6g/㎤)보다 약 5배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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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3의 자화율(0.1x10
-6
g/㎤)보다 약 90배 높다.따라서 고온 산화열처리에 의해 생

성된 서로 붙어 있는 혼합상의 입자들을 온 환원․산화반응에 의해 떼어내고 이를

오존 산화반응을 시켜 자화율 차이가 큰 분말을 만들어 자성분리를 하면 분리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3.2.5 오존 산화반응에 색변화

(3)진동/Sieve이용 기계 분리 특성 평가

(가)실험

분리체는 그림 3.3.2.6과 같은 망목크기로 구성하 으며 최 20㎛까지 분리할 수

있는 진동/Sieve장비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서 1400℃의 고온 산화후 환원․산화에

의해서 화학 으로 분리된 입자들에 한 분리실험을 하 다.1400℃의 고온 산화반응

의 화학양론식으로 부터 계산한 약 1.5㎛의 작은 입자인 (U1-yREy)4O9의 무게는 5

wt.%으로 20㎛ 크기의 체를 통과한 양이 5wt.%가 될 때까지 체분리를 하 다. 실

험에는 2g의 분말을 사용하 다.

그림 3.3.2.7은 20㎛이하의 분말을 5wt.% 분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으

로 온 환원․산화반응 반복회수의 증가에 따라서 시간이 증가되고,산화열처리 온도

가 낮을수록 증가하 다.이는 반복회수 증가,산화열처리 온도가 낮을수록 미세한 분

말이 많이 증가되어 체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 다.

체분리된 분말 의 (U1-yREy)4O9입자와 U3O8입자들의 상 인 분리량을 SEM으

로 찰하 으며,산화온도를 500℃한 분말은 그림 3.3.2.8,360℃로 한 분말은 그림

3.3.2.9에 나타내었다.



-49-

45 mm

32 mm

20 mm

[사 Sieve Mesh]

Pan

45 mm

32 mm

20 mm

[사 Sieve Mesh]

Pan

그림 3.3.2.6 분리체 구성 그림 3.3.2.7 시간에 따른 20㎛이하

체분리된 분말 양

그림 3.3.2.8 진동 Sieving분말 형상;(a-1)1회 환원․산화분말 >20㎛ ,(a-2)1회

환원․산화분말 < 20㎛,(b-1)2회 환원․산화분말 > 20㎛,(b-2)2회

환원․산화분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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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진동 Sieving분말 형상;(a-1)1회 환원․산화분말 >20㎛ ,(a-2)1회

환원․산화분말 < 20㎛,(b-1)2회 환원․산화분말 > 20㎛,(b-2)2

회 환원․산화분말 <20㎛

(나)분리정도

체분리된 분말의 분리효율을 평가하기 해서 화학분석을 한 결과를 표 3.3.2.2에

나타내었다.(U1-yREy)4O9입자가 분리되지 않고 부분 20㎛이상의 체에 남아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표 3.3.2.2 진동체분리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결과

결합입자

분리조건

분리 분말

구분

분리물

함량비(wt.%)

분리물내

RE조성(wt.%)

RE조성

(wt.%)
500℃/1회

산화처리

>20㎛ 93.23 1.32 92.57

＜ 20㎛ 6.77 1.46 7.43

500℃/2회

산화처리

>20㎛ 94.60 1.40 94.27

＜ 20㎛ 5.40 1.49 5.73

(5)자석 이용 기계 분리 특성 평가

(가)분리조건 선정을 한 용 산화물 이용 자성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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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산화물로는 우라늄산화물과 자화율이 거의 동일한 산화물을 Handbook of

ChemistryandPhysics에서 선정하 으며,진동시료자력계로 자화율을 측정하여 나타

내었다(표 3.3.2.3).실험에 사용된 자성분리 장치는 그림 3.3.2.10과 같다. 구자석

(Nd-Fe-B)의 자장은 10,000Gauss(1Tesla)로 하 으며 분리조작은 분산매로서 에탄

올을 사용하여 회분식으로 하 다.필터하우징은 비자성의 SUS316재질,크기는 W60

xD7xH120mm,내용 은 50mL로 하여 제작하 다.

포집 상인 NiO [(U1-yREy)O2+z]를 상으로 분리변수에 따른 실험결과에 의하면

필터충 율은 2.8vol.%,NiO농도는 1wt.%, 반복회수는 3회,유속은 0.73cm/sec일

때가 가장 포집율이 높아서 이러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 다(그림 3.3.2.11). 한 분말

처리용량을 높이기 해서 용산화물의 농도를 2wt.%로 하여 분리실험을 하 다(그

림 3.3.2.12).

표 3.3.2.3 용산화물의 선정 자화율

우라늄산화물
우라늄산화물의

자화율(emu/g)
용 산화물

용산화물의

자화율(emu/g)

(U1-yREy)O2+z 9.49x10-6 NiO 8.66x10-6

U3O8 1.75x10
-6

Ti2O3 8.70x10
-7

UO3 1.00x10
-7

Y2O3 1.96x10
-7

그림 3.3.2.10 고구배 자성분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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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농도 2wt.%

분리효율실험

농도 1wt% 농도 2wt.%의 용산화물 혼합물을 자성분리 후에 ICP로 분석한

결과,포집물인 NiO 투과물인 Y2O3의 분리효율은 90%이상이 되었으나,투과물인

Ti2O3의 분리효율은 낮았다.

표 3.3.2.4 분리효율(Es) 총 분리효율(Es_Total)

혼합물 농도(wt.%)
포집물,

Es_NiO

투과물,Es_Ti2O3

는 Es_Y2O3
Es_Total

Ti2O3/NiO
1 80.6 38.9 31.4

2 89.3 45.2 40.4

Y2O3/NiO
1 81.5 90.7 73.9

2 93.2 932. 86.8

Y2O3/NiO 혼합물의 분리효율이 높았다.따라서 자성분리속도를 증가시키기 해서

처리속도를 0.73～1.9cm/sec로 하여 분리실험을 하 다.실험결과 유속이 증가함에 따

라서 투과물인 Y2O3의 분리효율은 90% 이상 이 으며,유속에 따라서 증가하 다.

반면에 포집물인 NiO의 분리효율은 유속증가에 따라서 감소하 다. 1400℃에서 상분

리 분말에 용산화물의 분리효율을 용하여 투과물내의 U과 RE의 상 함량을

계산하 다.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과물내의 RE의 함량이 증가되므로 투과물을

재활용하기 해서는 유속이 낮은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집 상물인 NiO의 분리효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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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에서 투과물을 반복처리에 따른 분리효율을 평가하기 해서 분리실험을 수행

하 다.유속 0.73cm/sec에서는 반복처리에 의한 효과는 거의 없으며,유속 1.36

cm/sec에서는 NiO의 분리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3.2.30).따라서 10,000

Gauss의 구자석과 용산화물을 이용한 고구배자성분리 실험결과에 의하면 최 분

리조건은 산화물 농도는 2wt.%,필터충 율 2.8vol.%,유속 0.73cm/sec,처리회수는

1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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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3 반복처리 회수에 따른 용산화물의 자성분리 효율

(나) 온 환원․산화처리 분말 오존처리 분말 자성분리

(U1-yREy)4O9입자와 U3O8 는 UO3입자를 분리하기 해서 용산화물 자성분리

로부터 얻은 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U1-yREy)4O9 입자의 포집율을 높이기

해서 분리실험 에 투과액의 농도변화를 찰하면서 반복세척을 하 다.화학분석

이 용이하게 시료 무게는 2g으로 하 다.

(U1-yREy)4O9입자를 분리하기 한 포집율은 5wt.%가 되어야 하나 자성분리 실험

결과 포집율이 15wt.% 이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포집율 측면에서 보면 분말처리

는 환원․산화(350℃)2회 반복/오존처리 >환원․산화(500℃)2회 반복/오존처리 >

환원․산화(350℃)2회 반복 > 환원․산화(500℃)2회 반복 =환원․산화(350℃)1회

>환원․산화(500℃)1회 순서 다(그림 3.3.2.14).

(나)자성분리정도

자성분리 분말을 화학분석을 한 결과 분리정도를 표 3.3.2.6에 나타내었다.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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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입자를 분리하기 해 열처리를 한 경우에 자성분리방법이 체분리방법보다 분리

정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희토류원소가 포집물내에 농축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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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4 온 환원․산화처리 분말 오존처리 분말의 포집율

표 3.3.2.5 상분리 희토류원소의 고구배자성분리정도

결합입자분리조건 분리물
분리물

함량비(wt.%)

분리물내

RE조성(wt.%)

RE조성

(wt.%)

500℃/1회

산화처리

포집물 71.39 1.55 78.33

투과물 28.16 1.07 21.67

500℃/2회

산화처리

포집물 50.62 1.75 64.44

투과물 49.38 0.99 35.56

3. 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 평가 (SIMFUEL

이용)

가.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효율 제조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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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효율

(가)열화학 처리에 의한 결합입자 분리 증 조건

자성 분리후 SEM 찰 화학분석결과에 의하면 결합입자에 의해 분리효율이 낮

아서 온 환원․산화처리를 반복하여 결합입자 분리율을 높이고자 하 다. SEM

찰결과 700℃/5시간 환원처리 후에 320℃/24시간 산화처리를 한 다음 다시 700℃/5시

간 환원처리 후에 500℃/5시간 산화한 경우(시료번호 C2)가 가장 결합입자 분리율이

높았음을 찰하 다(그림 3.3.3.1).

그림 3.3.3.1시료번호 C2

(나)건식 자성분리

① 건식 자성분리기 제작

건식 자성분리를 해서 Pulley형태의 구자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정하 다.

Pulley형 자성분리기는 진동기 는 호퍼를 사용하여 선별효율이 높은 시료를 컨베이

어 벨트로 이송하여 구자석 Pulley와 시료가 간 할 경우에 시료 에 있는 자

성체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자성체가 높은 분말은 그림 3.3.3.2.(a)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자석이 끝나는 부분에 수집되며,자성이 낮은 분말은 컨베이어 벨트에 이송되어 오

다 벨트의 이동속도 력에 의해 낙하되어 Pulley의 최 앞단에서 수집되게 된다.

그림 3.3.3.3은 제작된 Pulley형 자성분리기를 나타낸 것으로 이송 컨베이어 벨트는

방지가 된 폴리머 제품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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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a)자성분리기 (b)자극배열

그림 3.3.3.2 설계된 Pulley형 자성분리기 자극배열 도면

이송 컨베이어 벨트

영구자석 풀리

진동기

그림 3.3.3.3 제작 Pulley형 자성분리기

② 자성분리 분말 제조 특성

자성분리를 한 희토류원소의 상분리 분말 제조공정은 그림 3.3.3.4와 같다.



-57-

고온산화
(1400oC)

환원(700oC)/산화(500oC)

산화(800oC) b)

오존산화(200oC) c)

Ball Milling a)

자성분리 d)

환원(700oC)

Attrition Milling

환원(700oC)/산화(500oC)

산화(500oC)

SIMFUEL 소결체

RE-poor UO3

RE-rich (U,RE)O2

RE-rich (U,RE)O2

고온산화
(1400oC)

환원(700oC)/산화(320oC)

오존산화(200oC) c)

자성분리 d)

환원(700oC)

Attrition Milling

산화(500oC)

SIMFUEL 소결체

환원(700oC)/산화(500oC)

RE-poor UO3

공정 1(AP) 공정 2(TP)

그림 3.3.3.4 자성분리 분말제조 공정도

AP공정은 Ball 링에 의해 산화처리에 의해 분리되지 않은 RE농도가 높은 입자

와 RE농도가 낮은 입자간의 결합입자를 떼어내어(그림 3.3.3.5.(a))자성분리효율을 높

이기 해서 선정한 공정이다.Ball 링에 의해 agglomeration형태로 변형된 분말입

자를 aggregate입자형태(그림 3.3.3.5.(b))로 바꾸기 해서 800℃에서 5시간동안 산화

열처리를 하 다. TP공정은 고온 산화공정을 제외하고 온 산화․환원 열처리를 하

여 결합입자를 분리하여 자성분리를 한 분말을 제조하 다(그림 3.3.3.5.(c)).

(a)AP: 링 (b)AP:800℃산화 (c)TP:2차 온산화

그림 3.3.3.5 링 열처리 공정에 따른 분말 SEM 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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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자성분리 상 분말의 입자분포

③ 자성분리 분말 제조 분리특성

AP TP공정의 오존처리 분말과 산화열처리 분말을 이용하여 그림 3.3.3.3에 나타

낸 자성분리기를 이용하여 자성분리 실험을 수행하 다.TP공정에서 제조된 2종류의

분말은 모두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정 기 으로 부착되었다.LaserParticleSize

Analyzer에 의해 입도를 측정한 결과 AP공정의 분말 입도는 TP공정 분말보다 작았

다.이는 입도측정에 앞서 5분동안 음 처리를 했기 때문에 Aggregate가 깨어져

작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음 처리를 하지 않은 분말은 Aggregate형태로 존재한

다.AP공정의 오존처리 분말의 경우에 공 량을 5g하여 자성분리를 한 결과에 의하

면 2wt.%가 포집되며 0.6wt.%는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부착되었다.이들 분말을 정

확도는 떨어지지만 정성 인 Nd와 U의 상 인 함량을 EDS를 이용하여 Area

Scanning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포집된 분말내에 Nd의 함량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분리효율 평가

용산화물을 이용한 습식의 고구배자성분리 실험결과에 의하면 분리효율이 90%

이상이 되었으며,희토류원소 자성분리 실험결과에 의해서도 분리정도가 3.6배로 자성

필터에 많이 포집되었다.습식의 고구배자성분리법을 이용하여 자성분리를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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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all 링공정을 추가하여 결합입자를 완 히 분리하면 분리효율을 더욱 높일 것으

로 여겨진다.그러나 자성분리 처리용량을 높이기 해서는 구자석이 아닌 자석

도자석이 요구되며 한 냉각수 액체질소와 같은 냉매가 요구되며 건식재

활용공정에서는 합도가 비교 낮다.

반면에 자장이 높은 구자석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식처리가 가능하며 처리용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Pulley형 자성분리기는 장치형태가 간단하여 처리용량

이 높으나 자성분리 실험결과에 의하면 자성분리장치 측면에서 보면 자극간의 배열간

격을 좁히고,Pulley 단에 자석을 추가 설치,그리고 공 라인(진동기)에 자극간과

일치하는 배열로 V 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희토류원소 분말 측면

에서 보면 Ball 링 후에 Agglomerate를 해쇄하기 한 추가공정과 U3O8분말의 비

표면 을 낮출 수 있도록 산화처리 온도를 900℃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

(2)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제조 특성 평가

함량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제조 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희토류원소가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UO2,그리고 연소도 60GWd/tU의 SIMFUEL에 한 RE원소의 분리효

율이 약 50%인 경우와 완 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연소도 30,000

MWd/tU 60,000MWd/tU 상당하는 SIMFUEL을 제조하여 함량 희토류원소 함

유분말 분리효율에 따른 분말제조 특성을 평가하 다.연소도 30,000 60,000

MWd/tUSIMFUEL의 RE/(U+RE)비율은 각각 1.463 2.849wt.%이다.

(가)분말 특성

그림 3.3.3.4에 나타낸 2가지 공정에서 오존산화 자성분리를 제외하고 공정의 단

계별 제조된 분말특성을 분석하 다.그림 3.3.3.7은 연소도별 고온 산화분말을 SEM

찰을 하여 나타낸 것으로 연소도의 증가에 따라서 RE농도가 높은 입자가 커지게

되며 수량이 증가한다.

그림 3.3.3.7 연소도별 고온 산화분말 SEM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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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은 연소도별 SIMFUEL를 1400℃에서 4시간 공기 에 열처리를 하여

희토류원소 상분리 고온산화분말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SIMFUEL소결체 결정

립의 크기는 UO2 > 연소도 30GWd/tU > 연소도 60GWd/tU 순으로 500℃에서

SIMFUEL 소결체를 산화하여 생성된 산화분말 입자크기는 UO2 > 연소도 30

GWd/tU>연소도 60GWd/tU순이 된다.고온 산화를 한 경우에 연소도가 높은 분

말의 입자가 큰데 이는 작은 입자를 가진 분말이 보다 입자간의 이 좋아 큰

aggregate를 형성하여 입자가 커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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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연소도에 따른 고온 산화분말 입자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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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공정 공정단계별 생성분말의 평균입도

(a)RE/(U+RE)=0 (b)RE/(U+RE)=1.463 (c)RE/(U+RE)=2.849

그림 3.3.3.10AP공정 3차 환원처리 분말 SEM 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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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U+RE)=0 (b)RE/(U+RE)=1.463 (c)RE/(U+RE)=2.849

그림 3.3.3.11 TP공정 3차 환원처리 분말 SEM 찰 형상

나.희토류원소 분리공정 선정 장치 개념 설계

희토류원소 분리공정 선정에 있어 분리효율 뿐만 아니라 소결특성이 좋은 분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식분리공정으로 자성분리가 가장 바람

직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기간동안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희토류원소 분리공정 장치는 표

3.3.3.1과 같은 성능을 갖추도록 개념설계를 할 수 있었다.

표 3.3.3.1희토류원소 분리공정 개념 설계

공정구분 장치 성능

1.산화․환원처리
공정

고온산화 유동층 -최고온도 :1500℃
-유동과 유량조 에 의한 입자간
Aggregate생성방지온환원/산화 유동층

오존산화 유동층

-오존 반응기 최고온도 :300℃
-오존발생기 :고주 무성방

방식
-오존반응기 :유동층에 의한

반응율 증
-배오존분해기 :280℃

2.Deagglomeration공정 유동층 -유량조 에 의한 응집체 해쇄

3.BallMilling공정
Ball
Milling

-수평식
-결합입자 분리만을 한
MildMilling

4.자성분리공정
Pulley형
자성분리기

- 량분리 가능
-자장 :13,000Gauss이상
-자극간의 간격 최소화
-미세분말 흡착방지용 이송
컨베이어 벨트
-벨트에 처리용 자석추가 설치
-공 진동기에 V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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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Single 극 모듈식 다발 용 장치 제작

1.핫셀 원격 다발용 기술성 분석

가.Zr-4end-plate원격 용 기술 분석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의 용 공정은 단마개 용 된 연료 들을 원격으로 설계

된 조립치구에 의해 일정한 배열로 조립하여 상단 하단을 end-plate용 하는 것이

다.다발을 한 원격 용 공정은 DFDF 핫셀에서 원격조정기의 조작이 이루워지기

때문에 장치 취 의 원격화 모의 용 공정이 고려된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아래의

표 3.4.1.1의 요약 내용과 같이 end-plate용 공정 변수의 제어 다발용 공정변수

의 data-base구축,연료 원격조립용 특수 tool설계 상하단의 항용 이 마친

후 end-plate용 단면의 weldline분석,균일한 합강도 유지 다발 치수검사 등

이 필요하게 된다.핫셀 다발 용 공정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37개의 연료

조립,end-plate공 정확한 치에 용 이행 등이며,이외에도 완 한 시야가 확

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제 치에 찾아서 연료 이동 배열,내환 과 외환

의 연료 마다 정 용 변수가 제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한 추가 인 기술개

발이 필요할 것이며, 한 DFDF핫셀에서 다발 용 장치를 활용하기 해서는 향후

다발 검사장치의 개발이 필수 이다.

표 3.4.1.1핫셀 원격용 의 기술성 분석

-KNFC 동일 상임.

(토크강도 5-9 N.m 양 )

-Weld line 거 한 용 변

도출이 필요

3. Zr-4 endplate 합부의

weld line 생

-원격다 용 공 의

연료 조립에 사용

-원격조작용 특 tool 계, 

작이 필요

2. Endplate 용 한 연료

원격조립용 tool 개 필요

-용 공 변 최 화 비

(다구치실험법 행)

-용 공 사 자격화 data    

구축이 필요

1. Zr-4 endplate 용 공

변 미흡

개 내용

-KNFC 동일 상임.

(토크강도 5-9 N.m 양 )

-Weld line 거 한 용 변

도출이 필요

3. Zr-4 endplate 합부의

weld line 생

-원격다 용 공 의

연료 조립에 사용

-원격조작용 특 tool 계, 

작이 필요

2. Endplate 용 한 연료

원격조립용 tool 개 필요

-용 공 변 최 화 비

(다구치실험법 행)

-용 공 사 자격화 data    

구축이 필요

1. Zr-4 endplate 용 공

변 미흡

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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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기본설계

건식재가공 핵연료 제조용 핫셀 원격용 은 DFDF시설을 이용하여 단마개 용

된 연료 을 조립치구에 고정한 다음 원격으로 상단용 헤드부로 이송하고 연료

이 장착된 조립치구 상단에 end-plate를 삽입한 후 상단용 이 이루어지고,마지막 공

정인 하단 end-plate를 삽입한 후 다발을 180°회 하여 end-plate하단용 이 이루어

진다.이와 같이 핫셀에서 원격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

multi-pin집합연료 제조용으로 개발된 용 장치에 비하여 조작과 크기 면에서 간결하

게 설계되었고,특히 핫셀에서의 다발 제조 원격조립이 개선되어 모듈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표 3.4.1.2는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용 원격 용 장치의 개념설계에서 개

선 과 개선 후의 기술 요약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표 3.4.1.2핫셀 원격 용 장치 설계 시 개선 과 개선 후의 요약사항

- 상하이동 CYL : 평행 2ea사용

- Size : L990 x W620 x H730

- 상하이동 CYL : 직 1ea사용

- Size : L900 x W500 x H900

V

[Bottom Part]

- 상하 이동 LM Guider 분리 가능

- 회 부 다 Gripper 해체 가능

- Size : L620 x H970

- 상하 이동 LM Guider 분리 불가

- 회 부 다 Gripper 해체불가

- Size : L500 x H1200

IV

[Assembly Turner]

- 작업에 의한 이동 단

- 고 용 CYL : 4ea

- Size : L1035 x W590 

- CYL 이용한 이동 단

- 이동용 CYL : 4ea, 

- 고 용 CYL : 4ea

- Size : L750 x W635

III

[Endplate Inserter]

- Cam Lever 이용한 X-Y Table 분리

- 작업에 의한 계 작

- Size : L642 x W420 x H310

- A면/B면 가지 극부 교체 불가

- A면/B면 가지 극부 CYL로 이동

- Size : L700 x W250 x H350

II

[Branch Electrode 
Changer]

- Cam Lever 이용한 분리 가능

- W/D Head 교체 가능

- Size : H360 x L300

- CYL W/D Head 분리 불가

- W/D Head 뭉치 교체 불가

- Size : L300 x H400

I

[Top Part]

개 후 사항개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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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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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용 CYL : 4ea

- Size : L1035 x W590 

- CYL 이용한 이동 단

- 이동용 CYL : 4ea, 

- 고 용 CYL : 4ea

- Size : L750 x W635

III

[Endplate Inserter]

- Cam Lever 이용한 X-Y Table 분리

- 작업에 의한 계 작

- Size : L642 x W420 x H310

- A면/B면 가지 극부 교체 불가

- A면/B면 가지 극부 CYL로 이동

- Size : L700 x W250 x H350

II

[Branch Electrode 
Changer]

- Cam Lever 이용한 분리 가능

- W/D Head 교체 가능

- Size : H360 x L300

- CYL W/D Head 분리 불가

- W/D Head 뭉치 교체 불가

- Size : L300 x H400

I

[Top Part]

개 후 사항개PART

다.모듈식 부분별 조립장치 설계

모듈식 원격 조립장치의 주요 구성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이에 한 부분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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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은 에어실린더와 x-y테이블이 포함된 상단부,가지 극 교환부,end-plate이송

삽입부,다발 회 부 다발의 상하 조정을 한 하단부이다.각 부분에 한 설계를

수행하 고,그 원격 grippier의 입체형상 도면을 아래 그림 3.4.1.1에 나타내었다.

그림 3.4.1.1다발을 이용한 원격 gripper의 입체형상 도면

2.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제작

가.상단 용 장치 모듈화 설계 방안 설정

모듈식 원격 상단용 기는 핫셀 내에서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을 제조하는데 사용

되며,이때 다발용 은 단용 된 연료 을 조립치구에 고정한 다음 원격으로 상단용

헤드부로 이송하고 연료 이 장착된 조립치구 상단에 합 을 장착한 후 상단용

이 이루어지고,마지막 공정인 하단 합 을 장착한 후 180°회 하여 하단용 이

수행된다.이와 같이 모든 공정과정이 핫셀 내에서 원격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

격조정기로 취 이 용이하도록 특수구조를 가진 설계가 필요하다.표 3.4.2.1은 조립설

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 한 것으로 장치설계 시 조립 작업의 수를 이는

것은 부품의 수를 이는 것과 긴 하게 련되어 있다.본 모듈식 상단 용 장치는

크게 구분하면 주요 부품 4가지의 subassembly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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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1모듈식 상단 용 장치 조립설계 시 고려사항

u 부 품 수 를 최 소 화 하 라

u 조 립 작 업 을 최 소 화

u 부 품 을 한 방 향 에 서 조 립 하 라

u 부 품 들 의 편 차 를 허 용 하 라

u 부 품 의 이 송 을 용 이 하 게 하 라

u 부 품 의 방 향 잡 기 를 용 이 하 게 하 라 (대 칭 성 -비 대 칭 성 )

u 시 야 조 립 이 가 능 한 부 품 의 조 립 방 법 을 선 택 (복 잡 -단 순 )

u 부 품 의 삽 입 , 교 체 를 용 이 하 게 하 라

그림 3.4.2.1조립작업 부품 수를 최소화하는 설계방법

나.모듈식 상단 용 장치 상세 설계 도면 작성

모듈식 원격 상단용 장치의 상세설계는 그림 3.4.2.2에서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

분되며,이에 한 subassembly별 구성품은 상단 임,single 극의 용 헤드,

A/B면 가지 극부 A/B면 합 보 이송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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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모듈식 원격 상단 용 장치의 상세 설계도

다.Pro-E이용한 모듈식 상단 용 장치 원격성 분석

모듈식 원격 상단용 장치의 모델링 설계는 PTC사의 Pro/Ewildfire3.0 로그램

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화 작업을 진행하 으며,그림 3.4.2.3에서와 같이 체 으로

3차원 형상을 구성하여 조립장치의 분해,조립 구조형상을 분석하 다.

그림 3.4.2.3상단조립부의 분해 조립 구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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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핫셀 용 성 평가를 한 정 치수 측정 기술 분석

가.용 성 평가 항목별 기술성 분석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의 제조방법은 단 합 과 연료 과의 항용 에 의해

조립된다.여기서 핫셀용 원격 다발용 기에 의한 공정순서는 용 제어의 조정에 의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며, 단 합 용 에 한 공정 리는 류,용 시간 주

극 압력의 감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만약 조립방법 는 공정변수에 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변경된 항용 의 공정에 한 용 성 평가의 자격시험이 수행된다.이때

용 조건이 확립된 후 자격 승인시험이 실시되고 먼 37개의 공정 리용 시편을 용

한 다음 핵연료 다발 1개를 선택하여 다시 37개의 공정 리용 시편으로 용 하게

된다.이때 PM시편이 완성된 후 용 성 평가를 한 검사방법의 분석내용은 표

3.4.3.1에서와 같다.

표 3.4.3.1다발 용 성 평가를 한 검사기술의 비교

검사 항목
검사 방법

규격
기존 원격/운용 용 시

∙ 단 합 의 용 강도 토크시험기
-원격 PM시편 지그

원격토크시험기
6.2Nm/8.5Nm

∙다발 직경(외경) 링게이지 -원격용 링게이지 102.48Max.

∙다발 길이 길이게이지 -원격용 길이게이지 494.57-496.03

∙ 단각도 각도게이지 -원격용 각도게이지 71°05‘-72°55’

∙ 단모서리의 폭 두께게이지,측량기 -원격용 측량기 3.06-3.69mm

∙ 단마개 높이 처짐검사게이지 -원격용 처짐측정기 100.47Min.

∙ 단 합 높이 처짐검사게이지 -원격용 처짐측정기 96.89Max.

∙지지체의 축방향 치 높이게이지 -원격용 높이측정기 36.8-39.3mm

∙간격체의 세로 교차폭 스냅게이지 -원격용 스냅측정기 5.08Max.

∙간격체의 가로 교차폭 스냅게이지 -원격용 스냅측정기 10.13Max.

∙연료 간 간격 간격체부품 검사 -원격용간격체검사기 1.33Min.

∙연료 의 처짐 처짐검사게이지 -원격용 처짐측정기 1.01Min.

∙연료 의 길이변화 직각도게이지 -원격용직각도게이지 0.54Max.

∙ 단부의 용 상태 육안검사 -원격용 telescope

∙ 단 합 의 용 방향 육안검사 -원격용 telescope

∙결함검사 확 경(3X)
-원격용 확 경

쥼스테 오 미경
두께10%이내

∙굴곡검사 굴곡튜 게이지 -원격용 굴곡검사기 0°28‘

∙ 단 합 의 직각도 직각도게이지 -원격용직각도게이지 1.78TIR

∙ 단 합 의 국부 형 직각도게이지 -원격용직각도게이지 0.56Max.

∙지지체/간격체 심 치 높이게이지 -원격용 높이게이지 ±0.79mm

∙지지체의 원주방향 치 용 고정구검사기
-원격용 용 고정구

방향측정 검사기
0°15‘Max.

∙ 단 합 의 용 각도 용 고정구검사기
-원격용 용 고정구

방향각도 검사기
6°35‘-7°25’



-68-

나.용 검사 항목별 치수 측정 기술성 분석

다발 용 기를 이용한 용 성능 검사의 상세 기 은 먼 연료다발의 모든 치수가

설계 규격 내에 있어야 하고,표 3.4.3.2와 같이 합 A/B면 모두가 허용강도(외환

:>8.5Nm,내환 :>6.2Nm)를 만족시키고, 합 A/B면에서 연료 각각의 토

크치가 95% 이상의 신뢰도로 용 강도를 만족시키는 것이다.이것은 동일한 품질

신뢰도로 2번에 걸친 PM시편의 용 강도에 의해 구하고 이를 실제로 작업 에 수행

되어야 한다.

표 3.4.3.2핵연료 다발의 용 강도 공정 리 상세 기

Specimens
OuterFuelRods InnerFuelRod

TopParts(A) BottomParts(B) TopParts(A) BottomParts(B)

Min.Acceptable

Strength(Nm)
9.6 8.5 6.9 6.2

건식재가공 핵연료 다발 제조공정에서 치수 측정을 한 검사방법을 분석하면 크

게 3가지로 구분된다.첫째로 일상검사(normalinspection)은 치수 측정의 지침표에 따

라 매 핵연료 다발 당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며,둘째로 항목 검사(shiftinspection)

는 1/shift라는 1일 핵연료 다발 조립을 작업한 생산량을 지칭하는 것으로,치수 측정

지침표에 따라 련 검사항목을 1/shift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다.세 번째로 작업공

정 자격화 시험(qualificationtest)의 시편검사는 각 검사항목에 하여 수 검사를

행하는 것이다.

4.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하단 용 장치 제작

가.하단 용 장치 모듈화 설계 방안 설정

모듈식 원격 다발장치는 핫셀 내에서 연료 을 조립하여 상하단의 end-plate용

하는데 사용되며, 이때 원격작업은 각각의 연료 을 조립치구에 고정한 다음

end-plate를 이용하여 상단용 이 수행되면서 마지막 공정인 180°회 하여 하단용 이

수행된다.이와 같이 모든 다발 제조과정이 핫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모듈식

상단 하단 다발장치는 원격작업에 용이하도록 조립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본 연

구는 하단 다발장치의 부품별 분해,해체 결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 개념으로 1차

2차 설계를 완료하여 원격성 시험 운 보완을 한 모델링 설계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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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은 mockup시험시설에서 운 하게 될 모의시험용 원격 다발장치의 1차 설

계 모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 조사재시험시설의 DFDF내에서 설치하게 될 원격

다발장치는 그림 3.4.4.2 그림 3.4.4.3과 같이 핫셀의 loopdoor(허용크기:직경

450mm)를 이용한 분해,해체 결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반 된 2차 설계의 체장

치 모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4.1모의시험용 다발장치의 1차 설계 모형도

그림 3.4.4.2Loopdoor를 이용한 원격 다발장치

모형도

그림 3.4.4.3원격 체

다발장치의 2차 설계 모형도

나.Pro-E이용한 모듈식 하단 용 장치 원격성 분석

모듈식 다발장치 제작을 한 설계방법은 동시공학(concurrentenginnering) 으로

기술 검토 보완하면서 수행되었다.그 에서 원격 다발장치의 모델링 설계 모

사실험은 PTC사의 pro-engineer 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화가 구 되었다.

다.모듈식 상․하단 다발 용 장치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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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상하단 다발장치의 조립설계는 기본 으로 원격 제조공정의 완벽을 기하기

하여 체 부품설계의 단순화 보수 운용 면에서 hotcell내의 manipulator작업

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3.4.4.4는 상단의 용 헤드 part에서 2차 설계가

진행 인 모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여기서 설계 변경내용은 x-y테이블에 부착된

서보모터의 직 달하는 방식에서 belt를 이용한 구동 방식과 x-y테이블의 ball

screw 사이즈를 교체하여 수정된 것이며,기존보다 충분한 유효공간이 확보되었다.

그림 3.4.4.4상단 용 헤드의 수정된 설계 내용

그림 3.4.4.5 그림 3.4.4.6은 모의시험용 상하단의 메인 임 part에서 2차 설

계가 진행 인 모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설계 내용은 핫셀 내에 loopdoor를 이용

하여 설치할 경우 메인 임을 4단 조립 형태로 구성해 보았다.여기서 메인 임

의 크기는 직경 450mm 이며,각각의 부품은 상단헤드 조립부, 합 공 이송 조립

부 (bottom plate)조립부로 hotcell내에서 분리 결합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그림 3.4.4.5상․하단 메인 임의 설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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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6상․하단 메인 임의 4단 조립 내용

라.모듈식 다발 용 장치 원격 운용성 평가 모의 시험

다발용 장치를 제작 완성한 후 mock-up모의시험 시설에 이동하여 모듈식 조립공

정을 할 수 있는 원격 다발 용 장치의 성능시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3.4.4.7).본 용

장치의 기본 구성은 용 헤드 part,회 조립 part 연료 조립 part이며,이것은

핫셀 내에서 다발 조립 원격 운용이 가능하여 모듈화 개념으로 조립,분해 교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체 다발 용 장치)

그림 3.4.4.7완성된 원격 상․하단 다발용 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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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과제는 한-미 공동결정(JD)에 의거하여 고방사성 핫셀에서 실제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과제로서,세부 과제에서

생산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필수 인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원격 제조

핵심 기술 자료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사용후핵연

료 리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시되고 있는 여러 핵연료주기 기술 안 연구 개발

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단된다.따라서 본 세부과제에서는 제한된 인력과 산 한

계의 실 인 여건에서도 과제에서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취 핫셀 시설 장비,

mock-up시설,그리고 UO2취 각종 실험 시설 장치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활용성이 높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 자료들을 생산하고 련 타 과제 연구개발에 연계 활용함으로써,

본 세부과제 단계 연구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그 이상의 연구 성과를 거둔 것

으로 사료된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50,000MWd/tU 이상)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

체 원격 제조 연구에서는,SIMFUEL로 모사하기 힘든 탈피복,분말화 특성

연소도가 혼합할 경우의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에 한 핫셀 시험 자료를 생산

하여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을 99%이상 달성할 수 있고 분말화 환율이 99% 이

상인 개선 기술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이로 처리공정에 필수 인 기반 기술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 음.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하여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핵비확산성 증진

에 필수 인 핵물질 계량 기술 개선을 목 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분말

펠렛형 표 물질 제조 기반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국내 사용후핵연료 이용을

한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 음.본 연구를 통하여 표 물질 형태별,연소도별,감

마선원 함량 조 가능한 신개념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을 제조하여 샘 간 편

차(Cm 분포 균질도)가 IAEA에서 제시한 ±5%를 만족함을 검증함으로서 향후

표 물질의 활용성이 매우 증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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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 개발
100%

○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 이용

분말화 기술개선

-연소도 50GWd/tU이상 사용후핵연료

이용 기계 탈피복 분말화 특성

자료 확보 :피복 내면에 약 10%

핵물질 고착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 입자

크기 분포 특성 자료 구축 분말화

공정 개선 :미분쇄후 분말화 (>

99% 이상)

100%

-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이용

hull 분말

시료 핫셀내

측정

○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특성 평가

- /고연소도 혼합 분말 이용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특성 평가 자료 확보 :

단순 소결공정시 품질 기 (95% TD

이상)불만족

-연소도 혼합시 품질기 만족 정 제조

조건 설정 :Two-step소결 공정 성능

검증

100%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혼합분말

이용 원격

제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에서 불순물로 고려하여 제거 상인 희토류원소의 고

온 열처리에 의한 상분리 상분리된 분말의 기계 분리 공정에 한 기 자

료를 충분히 확보하 음.희토류 원소 상분리를 한 고온 산화후 온 열처리

공정을 설정하여 특허 출원하 으며, 정 상분리 거동 조건을 도출함으로서 연

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함.

-듀픽 기술의 완성 측면에서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설계하고 각 모듈별 원격

운 성 특성을 설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하여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설계 기술 원격 용 장치 제작 기술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단계 연구 목표를

달성하 음.본 과제에서 수행한 모듈화 개념을 바탕으로 Pro-E이용한 장치 기

본 설계 입체 형상 도면으로 모듈화 원격성에 한 개선 사항을 반 하여 상

세 설계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이로 공정 원격 운

장치 TRU를 이용한 SFR핵연료 원격 제조 장치에 본 개념을 활용하여 연

계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단됨.

이상과 같은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 개발 실 은 다음 표와 같으며,계획

비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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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기술 개발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단 공정별

최 조건 종합 검증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장치 보완 성능시험

-핫셀 원격운 경험 반

연소도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

자격화 공정 재설정

100%

-핫셀 원격

운 자료

know-

how 기술

종합 평가

■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 개발 100%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기술성 분석

-산화물 환체 형태별 표 물질 평가

기술 황 분석 방법론 제시

-신개념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제조

공정(안)설정

-표 물질 형태별 상세 실험 항목 도출

100%

-국내외 기술

자료 분석을

통한 제조

공정 설정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형

표 물질 제조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형

표 물질 제조 :6종류(세슘 유무)

-DSNC이용 분말형 표 물질의

핵물질 균질도 ±5% 만족 입증

-연소도별 (35～ 65GWD/tU)

분말형 표 물질 내

핵분열성물질/연소도 화학 분석

균질도 특성 평가

100%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분말이용

시료 제조

DSNC

/화학분석

결과 평가

○사용후핵연료

이용 펠렛형

표 물질 제조

- 연소도 (27,35GWd/tU)펠렛형

표 물질 1차 제조 화학분석 자료

확보

-연소도별(27～ 65GWd/tU)펠렛형

표 물질 제조 DSNC이용

성자 계측

-Cf-252표 선원 이용 DSNC교정

-사용후핵연료 표 물질 함유

용기 제작

-고연소도 펠렛형 표 물질

화학분석을 통한 핵분열성물질/

연소도 특성 평가

100%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

료 분말이용

제조된 펠렛

DSNC/화학

분석 결과

평가

■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 평가 100%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거동 특성평가

(SIMFUEL

이용)

-고온 산화공정에 의한 희토류 원소

복합성분 상분리 거동 특성 분석

-산화온도별 단일/복합성분 희토류

원소 상분리율 자료 확보 :고온

산화 열처리(～ 1,400℃)시 30

100%

-SIMFUEL

이용 열처리

분말 SEM/

화학분석을

통한 상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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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tU(>82%),60GWd/tU

(>91%)

-희토류 상분리 공정 물질수지 설정

응용성 분석

율 평가

○기계 분리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 특성평가

(SIMFUEL

이용)

-희토류원소 기계 분리 후보기술

분석 방법 선정

-기계 방법에 의한 희토류원소

분리율 증 를 한 열처리 조건

개선 :고온 산화후 온

환원/산화(<500℃)반복처리

-희토류원소 함유 분말 열처리

조건별 자화율 특성 자료 확보 :UO2
>U4O9(UO2.25)>U3O8>UO3

-진동/Sieve 자석 이용 기계

분리 특성 평가 자료 생산

100%

-후보 기술

설정

열처리 분말

이용 자성

분리 실험을

통한 상분리

율 평가

○ 함량 희토류

원소함유 분말

이용 산화물

환체 제조특성

평가(SIMFUEL

이용)

-고온산화 처리된 결합입자 분리를

한 자성이용 특성 평가 자료 확보

-결합입자 분리 개선을 한 링

공정 도입 자성분리 공정 흐름도

설정

-희토류원소 자성 분리 공정 실험을

통한 정 조건 설정 장치 개념

설계 자료 구축

100%

-자성분리한

분말 이용

희토류원소

함유량별

소결체 제조

특성자료

생산

■ 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설계

제작
100%

○핫셀 원격 용

기술성 분석

-Zr-4 합 용 공정 변수 분석

개선 기술 평가

-원격다발 용 공정용 특수 tool설계,

도면 검토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개념

설정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기본설계 완료 :상단 용 헤드부,

합 가지 극 교환부,이송

삽입부 다발 회 부

100%

-핫셀 용

기술 자료

을 통한

장치 개념

설정

○모듈식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제작

-원격 다발 상단 용 장치 모듈화 상세

방안 설정 모듈별 상세설계,

도면작성

-Pro-E이용 모듈장치별 해체/조립

원격 운 성 평가 모의(mock-up)

시험

100%

-기본 설계후

Pro-E이용

모듈장치별

분해/조립

평가에 의한

설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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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용 장치 제작용 핵심부품 확보

기존 멀티핀 용 장치 이용 장치

개량 제작

-다발 용 강도,치수측정 공정 리의

정 기 비교 기술 분석

○Single 극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모듈식 하단 용 장치,연료 조립

다발 회 부 기본 설계 완료

-Pro-E이용 각 모듈별 원격 조립,

해체 모의시험을 통한 설계 자료 보완

완료

-모듈식 원격 다발 체 용 장치 조립

설계 완료

-각 모듈별 제작 도면 작성 완료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제작

mock-up시설내 구축

100%

-기본 설계후

Pro-E이용

체장치

모듈별 원격

성 평가를

통한 설계

자료 보완

제작도면

작성

-장치 제작

완료

총계
5)

100

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1.기술 측면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분말화 개선 기술 등의 핵심 기술 자료 등은

이로 공정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원천 기술로 활용 가능.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표 물질 제조 기술은 핵연료주기 공정 반 의 핵

물질 계량 리에 직 활용 가능함.

-다양한 연소도 범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처

리 공정,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특성에 한 원천 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장 재순환,처분 등 핵연료 주기 연구 개발에 필수 인 기술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음.

- 이로 공정에 앞서 불순물 제어를 한 처리 공정으로 활용하여 공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선행 공정으로서 역할도 기 됨.

-건식 공정에 의한 불순물 제어을 통하여 불순물이 낮은 분말을 별도 공정으로 처

리함으로서 재순환 핵연료 주기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용량의 증 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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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아울러 원격 제조 공정 효율 제조된 환체의 품질 향상을 기 할 수

있음.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련 분야에 직 으로 활용함.

2.경제,산업 측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확보되는 원격 제조 핵심 기술 설비는 핵연료주기

공정 개발을 한 투자비용 감에 크게 기여함.

-핵연료주기 개발을 한 핵심 자료 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이 기 됨.

-사용후핵연료 감용을 한 해환원 기술과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한 이로

공정 기술개발에 필요한 용량 핫셀 설계 공정 구축 기술 확보가 가능함.

-본 과제를 통해 확보 개발된 핵심 기술 시험 설비를 국내의 미래형 원자로 핵

연료 개발에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기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 됨.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재순환 산화물 핵연료 는 속

핵연료 특성 평가 자료 구축을 통해 원자력 기술 자립을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며,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을 래할 것으로 기 됨.

- 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탈피복-분말화 공

정 기술은 항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으로 주도권을 갖고 개발하고 있음.

미국 AFCI에서 용량 탈피복-분말화 공정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공정 기술에 있어 기술료 수입도 상됨.

-핵물질 계량용 표 물질 제조 기술은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투명성 확보

에 활용되며,기술 수출도 가능함.

-본 기술의 실험 실증을 통해 미래형 핵연료주기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

기술의 세계 추세인 Gen-IV,INPRO,GNEP 로그램에 능동 인 처가 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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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주요 연구개발 결과

본 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형질 변경하여 후행 핵연료주기 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

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 과제로서,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를 수행

하 다.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기술 자료 구축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산화물 환체 원격 제조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이용 표 물질 제조 기술개발

-희토류원소 분리거동 특성 평가

-Single 극 모듈식 다발 용 장치 개발

○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구축한 각 연구 항목별 활용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분야

SF 연소도 합
원격 조 개

SF 이용 표 질
조 개

모듈식 다 원격
용 장치 계, 작

표

연구 과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 특 자료 확보

v 계 탈 복 특

v산화분말 입자특

v연소도 합시 조특

원격 조 특 평가

¢SIMFUEL 조

¢다년간 핫 원격 운

공 장치 원격 운 경험

¢사용후핵연료 이용 분말, 

펠 표 질 조

v연소도별 표 질 조

: 균질도 검증

¢ 조 표 질 특 평가

자료 확보

v 태별 자 출특

v연소도 분 자료

v표 질 응용 분

¢ 원격 공 장치 모듈화

계 시스템 구축

v장치 모듈화 Pro-E 

이용 원격 모의시험

¢ 핫 운 경험

원격 mock-up 시험시

구축 (SFR핵연료 연계)

타분야

활용

¢ 이로 공 자료 공

: 실 사용후핵연료

SIMFUEL 차이

¢ SIMFUEL 이용 과 에 분말, 

펠 공, 보 교환

¢핵 질 안 조치 분야 : 

핵 질 계량용 로 응용을

통한 향후 개 의

¢사용후핵연료 이용 특

분 결과 공동 활용 의

¢ SFR 핵연료 원격 조

공 장치 모듈화에 활용

¢ PRIDE용 원격 공 장치

계 안 분 에 활용

향후

활용

¢ 이로 처리공 용량

탈 복-분말화장치 개

¢ 처리공 질 태별

핵 질계량 개

¢ 처리 원격 공 장치

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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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 결과 활용실 계획

연구 항목

세부과제간 연계 타분야 연계 활용

세부과제 타과제 활용 연계 내용생산

과제

활용

과제

연계

타과제명

활용

시

사용후핵연

료 연소도별

분말화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21)

세부 3
2)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

2009년

상반기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별 분

말화 특성 자료를 확보하고, 해

환원 공정에 활용 가능한 분말 입

자크기 제어 자료를 생산 임

- 해환원 공정과 연계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자료 활용 방안을 논의하

여,2009년도에 분말 입자 제공

핵물질

계량용

표 물질

제조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3

핵물질

계량

안 조치

기술개발

2009년

하반기

-2008년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한 분말형 표 물질 제조 특

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 음.

-핵물질 계량용으로의 활용 방안에

하여 안 조치 분야와 주기 으

로 의하고,2009년도에 분말형

표 물질 활용을 우선 추진키로 함

희토류원소

상분리 특성

자료

세부 1 세부 3

고온

용융염

해환원/

해정련

공정 개발

악티나이

드 해도

감화

기술개발

2010년

이후

-SIMFUEL 이용한 이로공정 실

험자료 확보후 희토류원소 사 분

리의 응용성을 평가하고자 함

-본 기술의 생 응용분야로서,

이로공정을 포함한 후행 핵연료주

기 기술 개발 분야에서 최근에

SIMFUEL이용 연구가 매우 활발

하게 수행되어 SIMFUEL공

련 제조기술 연계가 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

모듈식 원격

다발

용 장치

설계 자료

세부 1 세부 2

소듐냉각

고속로

핵연료

핵심기반

기술 개발

2008년

～

2009년

-2008년에 소듐냉각 고속로용 핵연

료 핵심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여

TRU 속 핵연료심 원격 제조용

장치의 모듈화 개념설계 기술

개발에 본 기술을 목하여 활용

에 있음

(주)1.세부과제 2: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개발

2.세부과제 3: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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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InfluenceofHighBurnupandMOX Fuel,andAdvancedCoreOperationon

SpentFuelManagement,IAEATECDOC,InPress(2009)

○ NuclearFuels-PresentandFuture,J.ofNuclearMaterials(2009)

○ SpentFuelReprocessingOptions,IAEA-TECDOC-1587(2008)

○ Advances in Applications of Burnup Credit to Enhance Spent Fuel

Transportation, Storage, Reprocessing and Dispositions, IAEA-TECDOC-

1547(2007)

○ Processing ofUsedNuclearFuelforRecycle,UIC NuclearIssuesBriefing

Paper#72(2007)

○ Remote Maintenance Design Guide for Compact Processing Units,

ORNL/TM-2000/124(2000)

○ DesignandEvaluationofProcessesforFuelFabrication,QuarterlyProgress

Report#1,UNLVAAAUniversityParticipationProgram (2001)

○ EvaluationofMethodsforDecladdingLWR FuelforaPyroprocessing-Based

ReproocessingPlant,ORNL/TM-1210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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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제목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공 핵심기술 개발

II.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연구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재 추진 에 있는 사

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은 크게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 처리

기술"과 " 이로 건식처리 공정 기술"로 별할 수 있으며, 이로 건식처리 공정 기

술 개발을 해서는 선행 공정인 처리 공정 기술이 필수 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국

제 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확산성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해서는 실제 사

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 필수 이지만,국내 여건상 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는 극히 제한 이다.그러나 본 과제

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에 의한 처리 공정 련 핵심기

술 검증 연구가 가능하며,핵분열생성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지속 이고 다양하게 용할 수 있는 건식 재가공 핵심 기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최근 국내·외 연구개발 환경 변화와 고려하여

재의 기술 수 을 개선하기 한 핵심기술 검증을 목표로,특히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탈피복-분말화 특성 핵종방출 거동,향후 핫셀 운 을 고려한 처리

공정 장치 개념설계 등의 련 핵심기술 검증 자료 확보는 필수 이다.

III.연구개발의 내용 범

1.2단계 목표

○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핵심기술 검증

○ 처리 원격 공정장치 비 개념 설계

2.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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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설계,제작

(2)Mock-up시설 이용 장치 성능시험

(3)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분말화 효율평가

(4)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검증

나.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1)연소도별 휘발성 핵종(Ru,Tc,Mo,Rh,Cs)방출거동 평가 방출거동 평가

(2)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3)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성장 특성 평가

다.사용후핵연료 검증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 개발 비 개념

설계

(1)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도출

(2) 처리 공정장치 원격 운 특성 평가

(3)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 설계

IV.연구개발결과

1.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가.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설계,제작

-핫셀에 설치된 기존 수평식 탈피복장치의 핫셀시험 운 결과를 반 하여 개선항

목을 도출하 다.주요 개선항목은 사용후핵연료 연속 장입 해결,탈피복후 사

용후핵연료 효율 인 회수 문제 해결,탈피복후 폐피복 연속 단방법 설정

등이다.

-따라서 연료 연속 장입은 다단 로라 가압 구동방식,연료 단은 상하 가압

식 blade수직 단방식,폐피복 단은 가압 로라압착 쇄방식으로 하여,

모듈형(로라,blade,핵물질 회수부,폐피복 단부 분리)으로 개선장치를 설

계,제작하 다.

-Dummy(1m)연료 을 이용한 주요 모듈장치의 비 성능시험 결과,연료 의

연속장입을 확인하 고 3.8m 길이 사용후핵연료 의 탈피복 시간은 10분 이내

로 가능함을 확인하 다.

나.Mock-up시설 이용 장치 성능시험

-Mock-up시설에서 각 모듈별 단 장치의 분해 조립 성능시험을 수행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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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연료 을 이용한 탈피복 성능 비시험후 개선사항을 반 하여 탈피복

장치를 제작하 다.

다.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분말화 효율평가

-좌․우측 연소도 변화가 격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체를 상으로 각

역별로 기계 탈피복 시험을 수행하고,각 역별로 회수된 사용후핵연료 입

자 특성 제조된 분말의 혼합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좌우측 연소도 낮은 부분을 포함한 연료 체(3.8m)를 이송하 으며,연료

연소도는 56GWd/tU(울진 3호기),55GWd/tU( 4호기),35GWd/tU(고리2

호기)로서 총 이송량은 4.85kg(U)이었다.

-기계 탈피복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은 앙 역은 약 88%로서 피복

내부에 약 13%의 사용후핵연료가 부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좌․우측 역의 탈피복

율은 99%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인 것은 낮은 연소도를 포함한 다양한 분포를

가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용후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기계 탈피복율은 감소하며,연소도 50,000

MWd/tU이상의 경우 단순 기계 방법에 의한 탈피복율 즉 사용후핵연료 회수

율은 평균 85% 이며,그 이하 역의 연료 은 평균 99% 정도로 나타났다.

-본 과제에서 용한 기계 탈피복 방법에 의하여 회수한 사용후핵연료 덩어리

내 45㎛ 이하 미세 분말은 1% 미만이지만 연료 Crushing방법을 용할 경

우 미세분말은 약 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감마 핵종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체 연료 내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의한 균질

도 즉 평균값을 기 으로 편차 %는 4시간 혼합시 약 6%로 나타났다.

라.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검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핵물질을 효율 으로 회수하기 한 기계 탈피복-

분말화 복합처리 기술 검증을 한 시험 결과를 제시하 다

-수평식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개발 황을 제시하고,사용후핵연

료 연소도별 기계 탈피복-분말화 2단계 복합처리 기술 검증 시험을 수행하

다.

2.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가.연소도별 휘발성 핵종(Ru,Tc,Mo,Rh,Cs)방출거동 평가 방출거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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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시험용 핫셀장치 보완

-DFDF핫셀에 설치된 감마스펙 측정 시스템의 alignment세 을 보완하고,사

용후핵연료 핵종 포집된 필터내 감마핵종 분석시 핫셀내 background 향

을 최소화하기 하여 납차폐 블록 제작,설치하 다.

-사용후핵연료 장 을 한 알루미나 바스켓 휘발된 핵종 포집용 필터 시스

템을 제작하 다.

○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시험조건 설정

-시험에 이용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는 37( ),58(울진)GWd/tU의 두 종류

로서,베취당 30g을 사용하 다.

-사용후핵연료 시험조건은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산

화후 알곤 열처리조건[500℃,5시간(공기,산소)→ 700℃,5시간(공기,산소)→

1,200℃,10시간(알곤)]으로 설정하 고,기체는 공기,산소를 각각 사용하 다.

- 핵종 방출거동 평가를 한 분석 상은 사용후핵연료 열처리 ·후 시료

각 베취별 핵종 포집 필터(Fly-ash,Ca필터)로서,분석 방법은 핫셀내 감마스

펙 화학분석을 이용하 고, 상 핵종은 Ru,Mo,Rh,Cs로 하 다.

○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평가

-감마스펙 이용 열처리 ․후 사용후핵연료내 핵종 분석 결과,고연소도 사용

후핵연료의 핵종 방출율이 연소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기체 종류별 핵

종방출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감마스펙 측정자료에 의한 핵종 방출율은

Ru-106은 25% ～ 48% 범 (평균 방출율 약 30%),Cs방출율은 84% ～ 94%

범 (평균 89%)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을 통한 핵종 방출율 평가 결과,Ru은 거의 량 방출

(～99%)되었고,Cs 핵종은 94%로서 기존 방출율 자료와 유사하며,Mo는

54%,Rh은 ～94%로 나타났다.그러나 Ru/Mo/Rh은 난용해성 핵종으로 불용

성 잔류물 분석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2차 핵종거동 시험 결과, 휘발성 핵종 방출율은 연소도와 거의 무 하 고

기체 분 기의 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 Ru-106방출율은 64%

～ 79% 범 으며,평균 방출율은 약 70%로서 1차 시험 결과인 평균 30%에

서 약 40% 더 높았다.Cs-134방출율은 85% ～ 94% 범 로 평균 91%,

Cs-137 방출율은 82% ～ 86% 범 로 평균 84%이고,Cs-134 방출율이

Cs-137보다 높게 나타났다.종합 으로 Cs방출율은 약 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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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내 포집된 핵종의 화학 분석을 하여 시료를 이송하 고, 재 최종 분석

이다.

나.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고연소도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제조된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sieve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다.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성장 특성 평가

-열처리 조건별로 사용후핵연료 입자 분포도를 Sieve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500℃ 산화분말은 40μm 이하가 부분인 반면,고온 열처리분말은 70μm 이

상이 71% ～ 74% 로 나타났다.

3.사용후핵연료 검증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 개발 비 개념

설계

가.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도출

○ 핫셀 원격운 경험 반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분석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힌 핫셀 시험 경험을 반 하여 효율 인 핵물질 회

수를 한 건식 처리공정 개념설계 필요성을 제시하 다.

○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별 설계요건 분석

- 처리 단 공정은 집합체 해체 → 연료 인출 → 단 → 탈피복-분말화 →

혼합 →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순으로 구성하 고,각 단 공정별 기술을

평가하여 설계요건을 설정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방식 분석 :5가지 방식(축수직 블 이드 단,축방

향 단순 단,축방향 다 단,축수직 방향 다 단,경사방향 다 단)을

분석하 으며,축수직 블 이드 단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평가하 다.

-연료 인출 단 방식 비교 평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단과 인출 후

집 연료 단 장단 을 비교하고,비 방식(VISION)과 기계식 연료 인

출방식(JIG)을 평가하 다.평가 결과,인출 후 집연료 단이 집합체

단방식보다 우수하고 기계식 인출방식이 비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후속공정을 고려한 인출장치 선정기 을 도출하 다.

-연료 인출 후 집 방식 선정 요건 도출 :탈피복에 공 하는 단 연료

제조 단 툴(tool)과 분해방식을 분석하고, 단방식 선정 요건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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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다.

-탈피복 분말혼합 특성 분석 :탈피복 기술 분석 결과,기계 탈피복과 산화

탈피복을 병행하는 방안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고,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효율 증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분말 혼합 장치의 균

질도 향상을 하여 V형(type)이 한 것으로 평가하 다.

나. 처리 공정장치 원격 운 특성 평가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를 한 원격 운 성 효율성 분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설계요건을 바탕으로 원격성 에서 기술성을 평

가하 다.

-집합체 해체 원격 운 성은 단방식이 우수하고(평균값 :2.4 비 상 값 :

3.5),해체 운 효율성은 트 제거방식이 우수(평균값 :2.6 비 상 값 :

4.0)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탈피복장치 원격운 을 한 장치 모듈화 분석,평가

-주 모듈 부품 선정 분해조립 가능성,가시성,간섭, 근,무게 기 원격

운 성을 분석하 다.

-히터,반응기,모터,밸 등 4개 상 모듈화 부품 원격 유지보수 시험결과,

각 모듈들 분해조립이 원활함을 확인하 다.

○ 처리 공정 핫셀시설 일반 요건 제시

-핫셀 용을 한 물리 조건,환경 요인,원격성,콘트럴,제염 특성 등을

분석하 다.

다.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 설계

○ 처리 단 공정별 장치 개념 분석

- 처리 공정장치 비개념설계 주요요건을 고려하여 처리 단 공정별 개념

을 분석하 다.

- 처리공정의 단 공정은 다운엔더,해체장치,연료 인출장치,연료 단

장치,탈피복 장치,혼합장치 그리고 고온휘발성 산화장치 같이 7개의 단 공

정으로 구성하 다.

- 처리 단 공정별 개념 설계를 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정하 다.→ 해

체 :drilling방식, 인출 :multi-연료 인출방식, 단 :multi-연료

단 방식,탈피복-분말화 :산화 방식,혼합 :V type그리고 원료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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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 다공성펠렛.

○ 원격성 반 처리 단 공정장치 개념설계

- 원격성 처리 단 공정장치 설계를 하여 모듈화 요건이 고려되었으며,

SolidWorks 로그램을 이용하여 3D를 구축하 고,모듈화 하 다.

- 처리공정의 단 공정은 다음과 같이 주요 모듈수를 갖는다.다운엔더-4개,

해체장치-8개,연료 인출장치-5개,연료 단장치-6개,탈피복 장치-6개,

고온휘발성 산화장치-5개 그리고,분말혼합장치-2개.

○ 처리시설 인허가 항목 분석

-단 공정간 연계를 하여 처리 개념설계 요건과 PWR16x16사용후핵연

료 집합체특성을 반 하 다.

-SolidWorks 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계장치의 3D를 구축하 고,연계장치는

다음과 같다.수직 수평 핸들러,집합체 턴테이블,연료 인출테이블,연료

퓨셔,연료 회 공 장치,그리고 스토리지 랙.

-기계장치들을 다루는 메카니칼 셀에서 분말 산화를 다루는 캐미칼 셀의 간

에 인출연료 이송 게이트를 설치하 다.이는 캐미칼 셀에서 연료 을 단

할 때 발생하는 분진가루와 산화 탈피복장치 공정 운 상에서 발생하는 분말

등으로 인해서 매카니칼 셀의 기계장치들을 보호하기 해서 별도로 설계하

다.

- 처리 공정 개념시설은 mechanicalcell,chemicalcell로 구성 하 으며,단

공정들의 요건들과 시설의 주요요건을 고려하여 개략 인 시설 인허가 항목을

도출 하 다.

V.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사용후핵연료 이용 처리 공정기술 검증 설계 기반자료로 활용

○ 공학규모 처리 공정장치 설계에 필요한 탈피복-분말화 공정기술로 활용

○ 고도 처리 공정에서 핵종 제거 분말 입자성장 공정 조건 검증 가능

○ 공학규모 처리 원격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자료 확보 가능

○ 공학규모 처리 공정시설 인허가 기본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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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ProjectTitle

DevelopmentofKeyTechnologiesforDryRefabricationofSpentFuel

II.ObjectivesandNecessitiesoftheProject

Advancedfuelcycletechnologyunderdevelopmentforrecycleofspentnuclear

fuel,basedonthelong-term R&D planfordevelopmentoffuturenuclearsystem,

canbecategorizedintotwopartsof"head-endtechnology"and"drypyro-process

technology"forPWR spentnuclearfuel.Developmentofthehead-endtechnology

isessentialtocompletethedrypryo-processtechnologyasthehead-endprocess

shouldbeperformedpriortothepyro-processing.Althoughexperimentsemploying

spentnuclearfuelis required forthe developmentofinternationally approved

proliferationresistanceback-endfuelcycletechnology,itisabsolutelylimitedin

Korea to perform research using spentnuclearfuelwhich includes sensitive

materialssuchastransuranicelements.Butthisprojectisapprovedtousespent

nuclearfuelforverification ofkey technologiesrelatedtothedry refabrication

technology.Itisnecessarytodevelopthekeytechnologiesforthedryrefabrication

sothatitcanbeappliedtoR&D offuelcycletechnologyforrecycleofspent

nuclearfuelwhichcontainsalotoffissionproducts.Therefore,itisessentialto

perform research on the effect of fuel burn-up on decladding-powdering

characteristicsandthebehaviorofvolatilenuclides,andondesignofhead-end

equipmentsreflectinghotcelloperationplanforverificationofthekeytechnologies.

III.ScopeandContentsoftheProject

1.ResearchScopeofthe2
nd
Phase

○ Verificationofkeytechnologiesforhead-endprocessusingspent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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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onceptualdesignofremotelyoperatingequipmentfordryrefabrication

2.MajorResearchScope

A.Developmentofcombined mechanicaldecladding-powdering technology

ofspentfuelrods

(1)Design and manufacturing ofcombined mechanicaldecladding-powdering

equipment

(2)Performancetestofequipmentinmock-upfacility

(3)Evaluationofdecladding-powderingefficiencywithspentfuelburn-up

(4)Verificationofcombinedmechanicaldecladding-powderingtechnology

B. Evaluation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release behavior and

thermal-treatedpowderparticlespropertieswithvariationofspentfuel

burn-up

(1)Evaluationofsemi-volatilefissionproducts(Ru,Tc,Mo,Rh)releasebehavior

withspentfuelburn-up

(2)Evaluationofthermal-treatedpowderpropertiesathightemperature

(3)Evaluationofagglomerationcharacteristicsofthermal-treatedpowder

C.Development of design requirements and Pre-conceptualdesign for

remotely operating equipment through verification of spent fuel

treatmenttechnology

(1)Establishmentofpre-conceptualdesignschemafordryrefabricationprocess

(2)Evaluationofdryrefabricationprocessequipmentsforremotelyoperation

manner

(3)Pre-conceptualdesignofremotelyoperatingequipmentfordryrefabrication

IV.ResultsoftheProject

1.Developmentofcombinedmechanicaldecladding-powderingtechnologyof

spentfuelrods

A.Designandmanufacturingofcombinedmechanicaldecladding-

powderingequipment

-Requirementsforenhancedperformanceofthemechanicaldecladd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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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updated reflecting hot-celloperation experience.Major requirement

contentsincludecontinuousloadingofspentfuelrods,efficientrecoveryof

spentfuelafterthedecladdingprocess,andset-upforcontinuouscuttingof

claddinghullsafterthedecladdingprocess.

-Intheenhanceddecladdingequipment,multi-steppressurerolleroperation

wasemployedforcontinuousloadingoffuelrods.Verticalpressureblade

cuttingtechniquewasselectedforcuttingoffuelrods.Cuttingofcladding

hullswasperformedusing pressurerollerandcrushing techniques. The

enhanceddecladdingequipmentwasdesignedonamodule-basissothateach

partofroller,blade,fuelmaterialrecovery,andhullcuttingmodulescanbe

separated.

-Preliminaryexperimentsperformedforkeymodulesusingdummy(1m long)

fuelrodsrevealedsuccessfuloperationofcontinuousloading,anditwasalso

demonstratedthataspentfuelrod(3.8m long)canbedecladdedwithin10

minutes.

B.Performancetestofequipmentinmock-upfacility

-Disassemblingandassemblingtestswereperformedforeachmoduleunitin

amock-upfacility.Thenew decladdingequipmentwasfabricatedreflecting

preliminarydecladdingexperimentsperformedusingdummyfuelrods.

C.Evaluationofdecladding-powderingefficiencywithspentfuelburn-up

-Mechanicaldecladdingofawholehighburn-upspentfuelwhichexhibited

stiffchangeofburn-upatboth endswasperformedforeach part,and

particlepropertiesandmixingcharacteristicswereexaminedforeachpart.

-Wholefuelrods(3.8m long)includinglow burn-uppartsinbothendsof

therodsweretransported.Burn-upsofthefuelrodswere56GWd/tU(Uljin

Unit3),55GWd/tU (YoungkwangUnit4),and35GWd/tU (KoriUnit2),

andtotalmassoffuelrodstransportedwas4.85kg(U).

-Recoveryefficiencyofthemechanicaldecladdingwas88% forthemiddle

partofspentfuelrodindicatingthatabout13% ofspentfuelisadheredto

thefuelrod.Thisresultissimilartothepreviousresultofhighburn-up

spentfuel.Highrecoveryefficiency(higherthan99%)ofbothendsm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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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tefrom low burn-up.

-Mechanicaldecladding efficiencydecreasedwithanincreaseinspentfuel

burn-up.The efficiency ofspentfuelwith higherburn-up than 50,000

MWd/tU wasabout85%,whileitwasavg.99% forlowerburn-upfuel

rods.

-Finepowdersmallerthan45㎛ composedoflessthan1% ofrecovered

spentfuelusing the mechanicaldecladding technique developed in this

project.Butthecontentoffinepowderincreased to9% when fuelrod

crushingtechniquewasapplied.

-Deviationofhomogeneityofmixingforawholefuelroddeterminedbythe

gammaspectroscopyresultswasabout6% basedonaveragevalues.

D.Verificationofcombinedmechanicaldecladding-powderingtechnology

-Demonstrationresultswerereportedforverificationofcombinedmechanical

decaldding-powdering technology for efficient recovery of spent fuel

materialsfrom spentfuelassemly.

-Progressonthecombinedmechanicaldecladding-powderingequipmentwas

described,and experimentswereperformed using spentfuelsofvarious

burn-upsforverificationofthecombinedmechanicaldecladding-powdering

technique.

2.Evaluationofsemi-volatilefissionproductsreleasebehaviorandthermal-

treatedpowderparticlespropertieswithvariationofspentfuelburn-up

A.Evaluation ofsemi-volatilefission products(Ru,Tc,Mo,Rh)release

behaviorwithspentfuelburn-up

○ Improvementsinthehotcellequipmentformeasurementofreleasebehavior

ofsemi-volatilefissionproducts

-Alignmentofgamma-spectroscopywasrefined.Leadshieldingblockswere

fabricatedandinstalledinthehotcelltominimizetheeffectofbackground

signalsduringmeasurementsofgamma-spectroscopyforspentnuclearfuel

andfilterswhichcapturedradioactivenuclides.

-Aluminabasketsandafiltersystem wasfabricatedforloadingof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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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andtrappingofvaporizednuclides,respectively.

○ Experimentalconditionsformeasurementofreleasebehaviorofsemi-volatile

nuclidesasafunctionofburn-up

-Burn-ups ofthe spentfuels employed for the experiments were 37

(Youngkwang)and58(Uljin)GWd/tU.Thirtygramsofsampleswereused

foronebatch.

-ExperimentalconditionsweresettooxidationandArheattreatment

process[500℃ and5h(air/oxygen)→ 700℃ and5h(air/oxygen)→

1,200℃ and10h(Ar)]followingtheconditionsoftheAdvancedhead-end

unitprocessdevelopmentprojectusingairoroxygenasinletgas.

-Releasebehavioranalysiswasperformedforspentfuelmaterialsbefore

andaftertheheattreatmentandfilters(Fly-ashandCa)ofeachbatch

usedfortrappingofvaporizednuclides.Theanalysiswascarriedoutby

employinggamma-spectroscopy(inhotcell)andchemicalanalysisforRu,

Mo,Rh,andCs.

○ Evaluationofreleasebehaviorofsemi-volatilenuclideswithvariationof

burn-ups

-Itwas revealed thatrelease efficiency ofhigh burn-up spentfuelis

slightly higherthan thatoflow burn-upfuels,by gamma-spectroscopy

analysis results of spent fuels before and after the heat treatment.

Significantchangesofreleaseefficiencieswerenotobservedaccordingto

thekindofnuclides.ReleaseefficiencyofRu-106was25～ 48% (avg.

30%),whilethatofCswas84～ 94% (avg.89%).

-Chemicalanalysisresultsforthereleasebehaviorrevealedthatalmostall

(～ 99%)ofRuwasreleasedwhilereleaseefficienciesofCs,Mo,andRh

were94,54,and～94%,respectively.Butfurtherinvestigationofinsoluble

residues might be required because Ru/Mo/Rh are known as highly

insolublenuclides.

- The second release behavior experimentresults revealed thatrelease

efficiency was independenton burn-up and environmentgas.Release

efficiencyofRu-106wasinarangeof64% ～ 79% withan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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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of70%,whichwas40% higherthanthefirsttestingresult(30%).

ReleaseefficiencyofCs-134wasinarangeof85% ～ 94% (avg.91%),

whilethatofCs-137wasin82% ～ 86% range(avg.84%)indicating

higherreleaseefficiencyofCs-134thanCs-137.Overallreleaseefficiency

ofCswasabout87%.

-Samplesweretransportedforanalysisofnuclidestrappedinthefilters,and

finalexperimentsareunderway.

B.Evaluationofthermal-treatedpowderpropertiesathightemperature

-A new system wasestablishedwhichcanmeasureparticlesizedistribution

ofpowderproducedfrom highandlow burn-upspentnuclearfuel.

C.Evaluationofagglomerationcharacteristicsofthermal-treatedpowder

-Sizedistributionofspentfuelwasmeasuredusingsievesforvariousheat

treatmentconditions.Anditwasobservedthatalmostallofpowderswere

smallerthan 40 μm when thesampleswereoxidized at500℃,while

powderslargerthan70μm composedof71~74% ofthesamplesoxidized

athightemperatures.

3.Development of design requirements and Pre-conceptual design for

remotelyoperatingequipmentthroughverificationofspentfueltreatment

technology

A.Establishmentofpre-conceptualdesign schema fordry refabrication

process

○ Methodology analysisforpre-conceptualdesign ofhead-end equipments

reflectinghotcelloperationexperience

- Necessities forpre-conceptualdesign schema forthe dry refabrication

processwassuggestedbasedontheexperimentalexperienceofhandling

realspentnuclearfuel.

○ Designrequirementsanalysisforspentnuclearfuelhead-endunitprocesses

-Head-endprocessisconsistedof"disassembling→ extractionoffuelrods

→ cutting → decladding/powdering → mixing → preparation offeed

materialforelectro-reduction"processesin order.Technologiesfo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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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processwereanalyzedtodeterminedesignrequriements.

-Analysisofdisassemblingtechniques:5methods(radialbladecutting,axial

singlecutting,axialmulticutting,radialmulticutting,and slantmulti

cutting)wereevaluatedandtheradialbladecuttingmethodwasdetermined

asthemostefficienttechnique.

-Evaluationoffuelrodextractionandcuttingmethods:Twooptionsof

cutting techniques,cutting ofspentfuelassembly andofextractedfuel

rods,wereevaluatedanditwasconcludedthatcuttingofextractedfuel

rodsisbetterthantheother.Twofuelrodextractiontechniques(vision

typeandmechanicaltype)wereevaluatedanditwasconcludedthatthe

mechanicalmethodismorebeneficialthanthevisionmethod.Standardsfor

selectionofextractionequipmentwasestablishedbasedontheevaluation

resultsandconsiderationforsubsequentprocesses.

-Selectionofstackingmethodforextractedfuelrodsandestablishmentof

requirements:Shearing technique was selected and requirements were

establishedbasedontheanalysisresultsofrod-cutfabricationtechniques

andcuttingtools.

- Evaluation ofdecladding and powdermixing techniques:Evaluation of

decladding techniques revealed that combined operation of mechanical

decladdingandoxidativedecladdingwasevaluatedasabeneficialtechnique

andthatimprovementindecladdingefficiencyisrequiredforhighburn-up

spentfuel.ItwasalsoconcludedthatV-typeequipmentisbeneficialfor

enhancedhomogeneityofpowdermixingprocess.

B. Evaluation of dry refabrication process equipments for remotely

operationmanner

○ Remoteoperabilityandefficiencyanalysisfordisassemblyofspentnuclear

fuelassembly

-Technicalevaluationwasperformedonaview pointofremoteoperability

basedon thedesign requirementsfordisassembly ofspentnuclearfuel

assembly.

- Thehighestscorefordisassembly ofspentnuclearfuelassembl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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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incuttingmethod(3.5vs.avg.2.4)andnutremovalmethod(4.0

vs.avg.2.6) from view points of remote operability and operation

efficiency,respectively.

○ Analysisandevaluationofmodularityforremoteoperationofdecladding

equipment

-Keymoduleunitswereselected,andanalysisofremoteoperabilitywas

performed based on feasibility for disassembly/assembly, visibility,

interference,approachability,andweight.

-Testresultsonremotemaintenanceforfourmoduleunits(heater,reactor,

motor,and valve)revealed thatdisassembly/assembly ofeach unitis

convenient.

○ Establishmentofgeneralrequirements ofhotcellfacility forhead-end

process

- Evaluation was performed for hotcellapplication based on physical

requirements,environmentalconditions,remote operability,control,and

decontaminationcharacteristics.

C. Pre-conceptual design of remotely operating equipment for dry

refabrication

○ Pre-conceptualanalysisofheadendunitprocess

-Pre-conceptualdesignwasanalysedbyusingthedesignrequirementsfor

remotelyoperatingequipment ofheadendunitprocess.

- Head end unitprocesseswereconsisted of7 unitprocessessuch as

downender,shearer,dissembler,extractor,decladder,mixer,andvoloxdizer.

-Inordertodesigntheconceptualunitprocesses,thecharacteristicsofunit

processes are as follow:dissembler-drilling,extractor-multiextraction,

shearer-cutting&shearing, decladder-oxidation, mixer-v type, and raw

material-fragmentandporouspellet..

○ Pre-conceptualdesignofremotelyoperatedheadendprocess

- In ordertodesign thehead end processwith operability,modular3D

designswereproducedbyusingtheSolidworksprogram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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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inmodularnumbersofunitprocessesareasfollow:downender-4,

dissembler-8, extractor-5, shearer-6, decladder-6, mixer-2, and

voloxdizer-5.

○ Recognitionitemsanalysisofheadendfacility

-DesignrequirementsandPWR 16x16assemblypropertieswereconsidered

forunitprocessinterface.

-Interface3DdesignswereproducedbyusingtheSolidworksprogram tool.

theconnectiondevicesbetweenunitprocessesareasfollow:vertical&

horizontalhander,turntable,extractiontable,rodspusher,rodturn&feeding

table,andstoragerack.

-Transfergatewasinstalledatmiddlepositionbetweenmechanicalcelland

chemicalcellfordevicesprotectioninmechanicalcell.

-Pre-conceptualfacilityofheadendprocesswasconsistedofthemechanical

andchemicalcell,conceptualrecognitionitemsofheadendfacilitywere

producedwithconsideringthemaindesignrequirementsoftheprocessand

facility.

V.ProposalforApplication

○ Utilizationofbasicdesigndataproducedbyverificationofkeytechnologiesin

dryrefabricationprocessusingspentfuel

○ Utilizationofequipmentdesigndataforanengineering-scaledelcadding-

powderingprocess

○ Verificationofsemi-volatilefissionproductsremovalandpowder

agglomerationindryrefabricationprocess

○ Productionofpre-conceptualdesigndatafordevelopmentofengineering-scale

dryrefabricationequipment

○ Utilizationofbasicdataforlicensingofengineering-scaledryrefabric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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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되는 사용후핵연료 리 문제의 궁극 인 해결 안 제시는 원자력을 이용하

는 모든 국가의 공통 인 사항이며,지속가능한 원자력발 을 한 GEN-IV 원자력시

스템 개발 연구는 지속 으로 추진 이고,이와 연계하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포

함하는 선진 핵연료주기 연구는 최근 변화가 있었지만 미국을 포함한 원자력 선진국

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고

방사성 차폐 핫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기술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

며,미국, 랑스 등에서는 습식 처리 공정시 사용후핵연료 취 을 한 원격 운 기

술 경험이 풍부하다.

국내 으로 보면,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연구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재

추진 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은 크게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 " 처리 기술"과 " 이로 건식처리 공정 기술"로 별할 수 있으며, 이로

건식처리 공정 기술 개발을 해서는 선행 공정인 처리 공정 기술이 필수 으로 확

보되어야 한다.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Head-end processorPre- treatment

process)이란 고방사성의 경수로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원격으로 해체하여 핵연료 으

로부터 원료 핵물질을 회수하고 분말을 제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하며,이를 세부

으로 보면 집합체 해체/ 단기술,탈피복 기술,고도 휘발성 산화기술(분말화 기술),건

식 배기체 포집처리 기술, 처리 공정 폐기물(집합체 구조물,폐피복 ,핵종포집 폐

필터,공정 스크랩 등)처리기술로 나 수 있다. 처리 공정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습

식 건식 처리 공정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선행 기술로서,세계 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이다. 처리 공정 기술은 1970년 부터 습식 처리 공정에 활용하기 하여

세계 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 으며 최근에는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을 목 으

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 고도화에 을 맞추어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

이다.아울러 처리 공정 발생 폐기물은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에서 발생되는 체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미국, 랑스 등에서는 기존 사용후핵연료 습식 공정

발생 폐기물 처리 기술은 다양하게 개발되었지만,처리 기술 고도화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선진 핵연료주기 처리 공정에서의 처리 공정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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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상 으로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 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핵비확산성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해서는 실

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 필수 이지만,국내 여건상 우라늄 원소와

같이 민감 물질이 함유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는 극히 제한 이다.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하여 건식 재가공에 의한 처리 공정 련 핵

심기술 검증 연구가 가능하며,핵분열생성물이 다량 함유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에 지속 이고 다양하게 용할 수 있는 건식 재가공 핵심

기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최근 국내·외 연구개발 환경 변화와 고려하

여 재의 기술 수 을 개선하기 한 핵심기술 검증을 목표로,특히 사용후핵연료 연

소도 변화에 따른 탈피복-분말화 특성 핵종방출 거동,향후 핫셀 운 을 고려한

처리 공정 장치 개념설계 등의 련 핵심기술 검증 자료 확보는 필수 이다.

1.기술 측면의 요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처리 공정 기술은 사용후

핵연료 습식 건식 처리공정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선행 기술로서, 세계 으로 기

술 고도화를 추진 에 있다.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공정은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 개발을 토 로 최종 으로 고방사성 차폐 핫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하여 원격으로 기술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며,미국, 랑스 등에서는 습식 처리를

한 처리 공정시 사용후핵연료 취 을 한 원격 운 기술 경험이 풍부하며, 련

know-how를 보유하고 있다.

본 과제는 재 미국으로부터 JD(JointDetermination)를 숭인받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형질 변경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제로서,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0년 부터 약 10년 동안 국내 원 발생 실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듀

픽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과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 취 에 요구되는 원격 취 기술

개발 과정을 통하여 처리 공정을 포함한 후행 핵연료주기 련 공통 기반 기술을

개발 에 있다. 이로 공정 실증을 한 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 개발이 시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공학규모 처리 공정은 용량 공정이

므로 처리 공정 기술 개발 소요 시기 공정 효율을 극 화할 수 있도록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연소도 범 의 다양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수행

가능한 처리 공정 핵심기술의 검증이 으로 필요하다 (그림 1.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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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사용후핵연료 고연소도화 추세

아울러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처리 공정 기술 개발을 하여 차폐시설내 상

공정 장치의 원격 운 을 고려한 다양한 핵심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이 기술은 공학

규모를 포함한 미래형 핵연료주기 공정 개발의 설계시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므로,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한 공정 기술 검증을 통한 포 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즉 사용후핵연료 고도 처리 공정 기술에서 상으로 하는 공정 장치는 기존 습식

공정의 처리 원격 공정장치와 근본 으로 특성이 다르므로,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

체,인출 공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개념의 탈피복,고도 휘발성 산화 공정,고온 배기체

처리 공정, 처리 공정 폐기물 처리 원격 공정 장치 개발을 목표로 처리 공정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공학규모 핫셀에서 원격 운 이 가능한 용량 처리 원격 공정 장

치에 한 비 개념설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경제․산업 측면의 요성

다양한 연소도 범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실험실 규모 수 에서 생산

된 처리 공정 핵심기술 검증 자료는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자립을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이 기 된다.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하여 본 과제를 통해 확보될 처리 공정 핵심기술 검증 자료

공학규모 처리 원격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자료는 국내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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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하여 향후 고려하고 있는 공학규모 핵연료주기 공정개발에 다양하게 활용 가

능하며,국내에서 실질 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핫셀에서 원격 시험 경험 공

정 개선 기술은 선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타 기 과제에

의 인력,설비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산업계에 기술 효과가 클 것이다. 한 사

용후핵연료 재활용과 련된 유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

3.사회․문화 측면의 요성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처리 공정 핵심기술 개발 기술 자료 생산을 통하여

유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원자력에

한 국제 신뢰도 향상 국민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리와 원자력에 한 국민 이해 신뢰도가 필요한 시 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한 건식 처리 공정 특성 자료들은 선진 핵연료주기의 새로운 기술 방안 제시에

활용 가능하고,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핵심 기반 기술 구축에 매우 큰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처리 공정 핵심 기술 원격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자료는 국가 원자력 기술 자립에 필수 인 역할을 할 것이며,

되는 사용후핵연료 리 문제를 완화하고,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통해 원자력에

한 환경친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로도 활용 가능하다.

제 2 연구개발 목표 내용

처리 공정 기술 개발을 해서는 주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핵심기술

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반 한 핵심 기술 검증 향후

핫셀 운 을 고려한 처리 공정 장치 개발이 필수 이다.본 과제는 재 한-미 간

공동결정(JD)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

한 연구 과제로서,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해 필수 인 공통 요소 기술과 사용

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특성 자료를 확보 에 있다.

그 동안 축 된 기술과 know-how,그리고 확보된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들을 바

탕으로 1단계(2007년 ～ 2009년)에서는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과

제명으로 연구를 수행하 으며,2단계 (2010년 ～ 2011년)에서는 연구 보완∙기획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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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 과제내 “사용후핵연료 이용 재가

공 핵심기술개발”세부과제명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 개발 보완⋅기획 방향

∙ 선진 핵연료 주기기술의 공통 선행공정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개발

을 통합 추진하며, 이로 공정과 연계성을 강화

○ 세부 추진 방향

∙핵연료 주기 시스템 개발에 직 필요한 공정 기술 개발에 집

∙ 처리 공정 련 연구를 통합 추진하여 기술 개발 가속화

∙탈피복,분말화,배기체처리 연구는 기 수행연구와 비교하여 분명한 차별성이 있

으며,본 연구는 재 진행 인 이로 공정(부피감용)과제의 선행공정기술로

서 집 연구가 요구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을 개발함

∙사용후핵연료 취 가능한 특성을 이용하여,건식 재가공 공정 련 공통 핵심

기술을 검증

∙동시에 외 으로 듀픽 JD유지를 한 공정 기술개발 최소 유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는 재까지 국내 으로 TRU 등의 핵물질을 취 하기

에는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본 세부 과제는 연구개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국

제 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제로서,기존 1단계 연구 항목과의 차별성을 그림 1.2.1과

같이 설정하 다.

그림 1.2.1.1단계 2단계 주요 연구 내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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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목표

○ 사용후핵연료 이용 처리 공정 핵심기술 검증

○ 처리 원격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2.2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1)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설계,제작

(2)Mock-up시설 이용 장치 성능시험

(3)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분말화 효율평가

(4)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검증

나.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1)연소도별 휘발성 핵종(Ru,Tc,Mo,Rh,Cs)방출거동 평가 방출거동 평가

(2)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3)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성장 특성 평가

다.사용후핵연료 검증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 개발 비 개념

설계

(1)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도출

(2) 처리 공정장치 원격 운 특성 평가

(3)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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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은 크게 고방사성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원격 해체,연료 단,탈피복-분말화 기술과 처리 공정폐기물 기술로 나 수 있

으며, 처리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습식 건식 처리 공정에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선행 기술로서 최종 으로 고방사성 차폐 핫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원격

으로 기술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1970년 부터 습식 처리 공정에 활용하기 하여

세계 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 으며,최근에는 사용후핵연료 선진 처리 기술 개

발을 목 으로 처리 기술 고도화에 을 맞추어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

다.지 까지 해외에서 수행된 련 기술개발 황을 보면,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처리 공정 기술은 주로 사용후핵연료 습식 공정 개발을 목 으로 집합체 해체,

인출, 단 공정에 국한되어 있으며,사용후핵연료 탈피복,분말화 핵분열생성물 방

출 특성 연구는 부분 연소도 사용후핵연료(40GWd/tU이하)를 상으로 기술 검

증이 이루어졌고,경수로 원자로의 연소도 증 에 따라 발생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40GWd/tU이상)를 상으로 한 기술개발은 최근 미국,일본 등에서 일부 수행되고

있다.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0년 부터 약 10년 동안 국내 원 발

생 실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듀픽(DUPIC:DirectUseofPWRspentfuel

InCANDU reactors)핵연료 주기기술 개발과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 취 에 요구되

는 원격 취 기술 개발 과정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처리 공정 핵심 기

술의 상당 부분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 1 사용후핵연료 탈피복-분말화 기술개발

1.연구동향 개요

사용후핵연료 탈피복-분말화 공정은 연료 내부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분리,회

수하여 원하는 크기의 분말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처리 공정 효율을 결정하는 요

한 공정 단계이다.사용후핵연료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크게 기계 탈피복-분말화 장

치와 산화처리에 의한 탈피복-분말화 장치로 나 수 있으며,사용후핵연료 연간 처리

용량(실험실 혹은 상용 규모) 목 (고효율 탈피복 혹은 핵종 제거 동시 만족),후속

공정에의 합성을 등을 고려하여 최 탈피복 공정 장치를 선정한다. 재까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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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은 연료 을 1인치로 단하거나 을 압착하고 산

화 처리에 의하여 분말 형태로 핵연료를 회수하고 있어 탈피복-분말화 공정 소요시간

을 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미국,일본, 랑스, 국 등 기존의 재처

리 공정에서 용한 탈피복 방법은 습식공정인 단 용해(chop& leach)공정을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기계 탈피복,산화 탈피복, 이 를 이용한 탈피복,염소 탈

피복법 등 고도 처리 공정 기술 개발을 하여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

다.

2.국내․외 연구 동향

가.국외연구 동향

-미국 INL(IdahoNationalLaboratory)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을 해

산화 탈피복(DEOX,DecladdingviaOxidation)방법에 하여 사용후핵연료

길이,탈피복 온도,산화 분 기 등을 변화시키면서 탈피복율,입도 크기 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미국 ORNL,일본 IRI,동경 력에서는 염소 탈피복 방법을 최근 활발하게 연구

하고 있음.이 방법은 폐피복 지르코늄만 순수하게 분리 회수할 수 있어

회수 지르코늄을 폐기물로 처분하거나 혹은 재활용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각 받고 있으나 루토늄 분리의 우려로 인해 한국에서는

연구개발 제약이 상됨.

-미국 SCIENTEC사,GammaEngineering사,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7년

이 이용 탈피복 방법을 제안한 바 있음.이 방법은 기계 탈피복 방법에

비하여 탈피복 속도가 증 되고 원격 조작성이 좋으나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별도의 핵물질 회수공정이 필요함. 재 미국 ORNL에서는 이 방법에 하여

최근 심을 갖고 미국 SCIENTEC사와 재검토하고 있음.

-최근 미국 ORNL은 사용후핵연료를 1인치로 단하여 5kg/batch회 로에서

산화 탈피복한 결과 고연소도 핵연료도 탈피복율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

음.

-일본의 KobeSteelLtd에서는 rollingstraightener기법에 의한 핵연료 에

한 탈피복 기술을 이용하고 있음.이 기술은 연료 에 회 과 충격을 으로써

분리가 용이하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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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내연구 동향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듀픽 핵연료 기술 개발을 목 으로 수직형 기계

slitting방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 소결성이 우수한 분말 제조

를 한 산화․환원(OREOX)공정을 개발하 음. 한 실제 고연소도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하여 산화 탈피복 기계 탈피복 방법에 의한 핵연료 물질 회수

효율에 한 비교 시험을 수행하 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직형 기계 탈피복 기술의 한계성을 개선하기 하

여 수평식 기계 탈피복 장치를 제작하고 핫셀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비 성능 실험을 수행한 후 장치 개선 항목을 도출함.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로 공정을 하여 사용후핵연료 탈피복-분말화 일

체형 장치를 개발하 으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실제 사용후핵연료

를 이용하여 장치의 기술 검증이 수행되지 않았음.

이상의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 동향을 표 2.1.2.1에 종합 정리하 다.

표 2.1.2.1국내․외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 동향

탈피복 기술 수행기 (국가) 기술 특성 연료
길이 장,단

Roller
Straighter

Kobesteel

(일본)

Roller압연으로 피복 팽
창후 단하여 연료 회수

장치구조가 큼

Pressing
ORNL(미국),

KAERI(한국)

피복 내의 연료를 피스톤
으로 압출

3cm
실험실 규모
개발 단계

Hammer
machine

ORNL(미국)
회 하는 ballmill에서 ball
에 의한 연료 충격으로
회수

2~5cm
소음 발생,
회수율 낮음

Laser
cutting

Scientech(미국)
이 이용 연료 회

이동에 따른 단,진동이용
회수

50cm

탈피복 실증
없음

핵비확산성
문제

Oxidative
decladding

ORNL,SRNL,INL
(미국)

CRIEPI(일본)

500 oC에서 핵연료 산화에
의한 피복 개 분말
동시 회수

3cm

상용화 기술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탈피복율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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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사용후핵연료 열처리시 핵종휘발 입자특성 평가

1.연구동향 개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처리 공정 산화 열처리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

거 성능 목표는 습식 건식 처리 공정별로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상용화된 사

용후핵연료 습식 처리 공정에서는 용해조에서 용액 매질내 방사능 오염도 를 감소시

키기 하여 트리튬 핵분열기체만을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으나,최근에는 습식처리 공정에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포집 처리

부담을 이기 하여 처리 공정 단계에서 제거 가능한 핵분열생성물을 량 방출

하기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선진 핵연료주기 건식 처리 기술 개발을 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분열생성물 제거

연구는 습식 공정에서 설정한 목표보다 보다 다양한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이를 통하여 후처리 공정 효율을 증 시킬 수 있고 체 폐기물

발생량을 감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하고 있다.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기체 방출

율은 핵종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500℃ 공기 에서 산화 열처리할 경우 트리튬 기체

는 량 제거되나,C-14,Kr-85,I-129핵분열기체는 제거율이 10~20% 범 이다.사

용후핵연료내 다량 함유된 휘발성 핵종(Cs,Ru,Tc,Rh,Mo등)의 방출율은 지 까

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온 열처리를 통하여 쉽게 제거되지 않으며,1,100℃ 정도

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국내․외 연구 동향

가.국외연구 동향

-일본 CRIEPI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고온 산화 공정시 핵분열생성물 제거 특성

연구를 고도 처리 공정 기술 개발을 목 으로 수행하 으며,약 1000℃의 고

온 감압(10-1torr)산화조건(향후,오존 등 산화제 이용)을 이용하여 삼 수소,세

슘,요오드,테크네튬 등을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제거 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

음.

-미국 INL,ORNL,일본 등에서 수행한 휘발성 핵종 방출 연구는 부분 연

소도 (40GWd/tU 이하)사용후핵연료에 국한하여 수행되어 고연소도 사용후핵

연료에 한 자료는 미미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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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NL은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휘발성 핵종 제거 특성 평가와 동시에

고온 열처리 분말의 0.5mm 이상의 입자로의 성장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음.

-미국은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NFRD,NuclearFuelCycleR&D)체제 내에

Sigma 을 2009년 10월 구성하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으로부터 방출되는

핵종거동 평가,포집 필터 고화 기술개선 연구를 집 수행 임.

-일본 CRIEPI는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를 이용하여 해환원 공정의 처

리용량 증 를 목 으로 1,000℃에서 휘발성 산화처리 후에 얻은 분말의 성형-

소결 기술을 이용하여 펠렛형 입자 제조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음.

나.국내연구 동향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기체 방출율은 핵종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500℃ 공기

에서 산화 열처리할 경우 트리튬 기체는 량 제거되나,C-14,Kr-85,I-129

핵분열기체는 제거율이 10~20 % 범 임.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최 65

GWd/tU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분열기체(C-14,Kr)방출 거동을 평가하여

700℃,10시간 열처리할 경우 상기 핵분열기체는 량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

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휘

발성 핵종인 세슘 방출 거동 연구를 수행하 음.환원 분 기에서 열처리 할 경

우 1,200℃ 정도에서 99% 이상 세슘이 방출됨을 확인함.

-고도 처리 공정 고온 산화 열처리 공정에서는 휘발성 핵종(Cs,Tc,Ru

등)의 제거율은 80%~100% 범 로 설정하 으며,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포

함한 연소도 범 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휘발성 핵종 제거율에 한

기술 검증은 아직 수행되지 않음.

제 3 처리 공정장치 개념설계 기술개발

1.연구동향 개요

지 까지 개발된 고방사성 핫셀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격 공정장치는 부분

상용화된 기존 습식 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건식 공정을 기반으로 한 처리 원격

공정 장치 개발 연구는 기 단계로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에서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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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정 장치는 기존 습식 공정의 처리 원격 공정장치와 근본 으로 특성이 다르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인출, 단 기술은 습식 공정을 상으로 상당 부분 기

술 실증이 완료되어 재 랑스,일본 등에서 상용 규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서 이용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공정의 특성에 맞추어 원격 해체, 단

공정장치 개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표 2.3.1.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 운 황

기 (국가) 목 단방법 단길이 처리량 비고

LaHague

( 랑스)

상용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계 Shearing

(Chop)
3cm 800톤/연2기

Sellafield

( 국)

상용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계 Shearing 3cm 700톤/연

NuclearFuel
Service

(미국)

산업용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계 Shearing

(300톤)
1.3~5cm -

최

운

(1966)
Tokai

Reprocessing

(일본)

MOX LWR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계 Shearing 3~4cm 0.7톤/일

Rokkasho
Reprocessing

(일본)

상용 MOX,LWR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수평형

Bundleshearing
3~4cm

800톤/연

(4.8톤/일)

2.국내․외 연구 동향

가.국외연구 동향

-미국 INL에서는 EBR-II사용후핵연료 해정련을 하여 속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chopping 경험을 가지고 있음.Chopper의 종류는 Mk-IV와

Mk-V에 따라 DriverElementChopper와 BlanketElementChopper를 개발하

으나 문제 이 있어,개량된 ProductionElementChopper를 개발하여 FCF시

설의 알곤셀에서 운 되고 있음.

- 랑스의 재처리 시설인 UP3시설에서는 습식처리를 하는 부분의 국가들처럼

사용후핵연료를 단방식(shearingmachine)으로 단하며, 단된 사용후핵연

료를 질산과 같은 화학용액으로 탈피복하고 있음.이러한 단방식에서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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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한 후, 단 로 단하는 방법과 집합체 체를 단

하는 방법이 있은데,습식 재처리의 경우 일반 으로 후자의 방법을 주로 사용

하고 있음.

-미국,일본, 랑스 등에서는 주로 롤러 압연 방식,압출,해머 장치등의 기계

탈피복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습식 처리 공정에 맞추어 원격 공정 장

치를 운 하고 있음.산화 탈피복 장치 개발은 재 연구 단계로서,탈피복과

동시에 핵연료를 분말화 시킬 수 있는데 공정 장치를 개발하는데 연구를 집

하고 있음.

나.국내연구 동향

-고방사성 핫셀에서 운 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격 공정장치 개발은 재

국내에서 국부 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특히 건식 공정에 사용 가능한 고도

처리 원격 공정장치 개발 연구는 수행된 이 없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인출 단장치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

후핵연료 집합체 상단(TopNozzle)에 있는 볼트를 제거한 후,연료 을 인출할

수 있는 공구를 사용하여 연료 을 하나씩 인출하고,수평/수직 회 기구로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up-ender가 사용된 집합체

해체/인출 장치에 한 개념을 정립하고 모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 음. 한 사

용후핵연료 단장치는 조사후시험시설의 경우 수동조작(기계식 원격조작기)방

식으로 소량의 연료 을 단하는 장비로 핵연료 을 고정하는 고정 장치와 다

이아몬드 회 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습식으로 사용하고 있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인출, 단 공정 이외에 공학규모 핫셀에서 원격 운

이 가능한 용량 처리 공정장치(탈피복-분말화 장치,고도 휘발성 산화 공

정,고온 배기체 처리 공정, 처리 공정폐기물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는

실험실 규모 장치를 제외하고 재까지 수행된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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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단 공정 에서 핵심 공정인 탈피복-분말화 기술은

크게 산화에 의한 탈피복-분말화 동시 처리기술과 기계 탈피복후 분말화 기술이 있

다.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기술의 성능시험을 DFDF

(DUPICFuelDevelopmentFacility)핫셀에서 2007년부터 본격 으로 수행 에 있으

며,두 가지 기술 모두 장·단 을 가지고 있다.1단계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별로 산화에 의한 탈피복 기술 성능시험을 수행하 으며,향후 공학규모 탈피복-분말

화 공정에 용할 기술 선정을 하여 계속 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본 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 기술 수평식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개

발 주요 결과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기계 탈피복,탈피복후 회수된 사용후핵연

료 입자 특성과 산화 분말의 혼합 특성을 평가하 다.

1.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설계,제작

가.탈피복-분말화 장치 개선사항 도출

수평식 기계 탈피복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길이(산화 탈피복시 3cm 이하

이어야 함) 피복 형태(직경,재질 종류)에 무 하게 탈피복이 가능하며,본 기술

개발을 하여 2008년도부터 1차로 제작한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DFDF(DUPICFuel

DevelopmentFacility,IMEFM6a)핫셀에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여러 가

지 개선사항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따라서 2010년도에는 수평식 기계 탈피복-분말

화 복합처리 기술 개발 성능 실증을 목표로,두 가지 핵심 장치를 설계,제작하

다.우선 기존 장치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탈피복 장치 부분을 제작하고,탈피복 후

피복 을 분리/ 단하는 장치 탈피복 공정으로부터 회수된 사용후핵연료 덩어리

(fragment)를 산화공정을 거쳐 분말로 제조하기 한 fragment회수 장치를 설계,제

작하 다.동시에 고방사선 차폐 핫셀 구역에서 원격으로 운 하면서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각 세부 장치를 모듈형식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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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후핵연료 장입을 한 구동 로라 개선

기계식 구동 로라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장입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첫

째 단계에서 구동 로라는 사용후핵연료 을 탈피복 장치에 인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둘/셋째 단계에서 구동 로라는 첫 단의 구동 로라 보다 약간 더 (약 1Kg/㎠이하)가압

하여 사용후핵연료 의 휨 는 부풀음 상태의 변형된 사용후핵연료 을 균일화하

여 수직으로 단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 고,네 번째 단계의 구동 로라는

사용후핵연료 을 단하는 날 물(blade)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단면을 수직으로

양 갈래 단하도록 미는 힘을 부여하여 단이 원활하도록 구동 로라에 기계 인 가

압을 하도록 설계하 다.상기와 같이 설계한 탈 피복 장치는 그림 3.1.1.1의 1차 제작

한 수평식 기계 탈피복 장치를 이용하여 DFDF핫셀에서 시운 한 결과로부터 도출

된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개선한 것으로,모의 연료 이 아닌 실제 사용후핵연료 의

특성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1.1 DFDF에 설치된 수평식 탈피복장치의 사용후핵연료 비산 사진

(2)구동 로라 가압 방법 가압 압력 측정 곤란

DFDF에 설치된 수평식 탈피복 장치의 구동 로라 가압은 로라 수직 표면의 네

에 나사 조임 방식으로 가압하게 되어 있어 구동 로라의 가압 정도를 측할 수 없

으며,구동 로라의 수직 평면 네 에 비교 균일하게 가압이 이루어 진 상태를 확인

을 할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 의 장입 후 로라에 진행 상태로 육안으로 보면서 조

하 으며,그 결과 사용후핵연료 의 장입은 수차례 진과 후짐을 반복하여 탈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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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함으로서 연속처리에 문제 이 있음을 확인하 다.

(3)사용후핵연료 단 단 날물 간극 조정 곤란

가압 구동 로라에 의해 단 날물로 장입된 사용후핵연료 은 날물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의 직경 단면에 심축을 기 으로 상하 칭으로 단되는 것이 가

장 효율 이다.그러나 DFDF에 설치된 수평식 탈피복장치를 운 한 결과, 단 날물

의 지지 손과 사용후핵연료 직경 단면의 심축 추 이 어렵고,탈피복후 사용

후핵연료 fragment의 비산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의 회수율이 낮음을 찰하 다 (그

림 3.1.1.2참조).이때 DFDF에 설치된 수평식 탈피복 장치에 의해 탈피복된 사용후핵

연료가 비산되기는 하 지만,이의 방지를 하여 수평식 탈피복 장치의 상부에 poly

carbonate재질의 투명 뚜껑을 부착하고 바닥에는 스테인 스 스틸 받침 를 설치하여

비산을 방지하 지만 이는 근본 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으로 단된다.

한 사용후핵연료 직경 단면의 심축의 추 은 사용후핵연료 의 제작 사양

에 근거한 직경을 기 으로 간극 조정 용 (spacer)을 삽입하여 사용후핵연료 의

단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조 하 다. 한 단날물의 지지 손은 사용후핵연

료 의 피복 두께만큼 단물이 삽입되어 단되는 것이 가장 효율 이지만,이도

육안에 의해 조 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지지 에 필요 이상의 힘이 가해져 지지 가

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1.2 DFDF에 설치된 수평식 탈피복장치의 사용후핵연료 비산 사진

(4)탈피복 후 폐피복 처리

단 날물(blade)에 의해 단된 사용후핵연료 은 연료 직경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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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단된다.이때 단된 피복 단면은 단 날물에 의해 단 축을 기 으로

단 날물의 가압 상태에 따라 핵연료 의 심축 방향으로 오므려지게 된다.따라서 이

런 상에 의해 단된 사용후핵연료는 피복 으로 부터 어느 정도 탈리되지만 고연

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일정 양의 사용후핵연료는 폐 피복 내부에 남아 있게 된

다.이는 사용후핵연료 회수율 탈피복장치의 효율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연

속 으로 탈피복된 사용후핵연료 의 피복 은 향후 후처리를 하여 일정한 크기로

(약 50mm정도) 단하는 것이 효율 인 것으로 단된다.

나.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설계,제작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의 기본 개념은 1차 제작한

수평식 기계 탈피복 장치의 DFDF핫셀 시험 경험을 반 하여 장치 기술 사항을 개

선하고,동시에 산화분말 장치를 연결시키는 복합처리 장치이다.탈피복된 사용후핵연

료 은 폐피복 과 사용후핵연료로 구분되며,탈피복된 사용후핵연료 fragment는 회

수 장치(hopper)를 이용하여 산화로(oxidationfurnace)에서 연속 으로 산화 분말화가

수행되고,일정한 크기로 단된 폐피복 은 회분식 산화 분말로에서 처리되도록 회수

하는 장치를 설계하 다.

(1)수평식 탈피복장치 설계

수평식 탈피복장치 설계는 DFDF에서 시험 결과를 토 로 개선된 장치로서,

구동 로라의 가압방식을 나사식에서 유압실린더에 의한 가압장치로 개선함으로서 구

동 로라의 균일한 가압을 하도록 하 으며,각 단계별 구동 로라의 가압 측정도 가능

하도록 유압공 분배기에 압력계를 부착하여 비교측정 값에 의한 로라 가압 방식을

하도록 설계하 다.따라서 육안 감지에 의한 가압방식을 압력측정방식으로 개선함으

로서 비교치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의 장입을 최 화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 의

단 방식도 상하 유압실린더에 의한 가압장치로 개선하여 가압 측정치에 의한 단

압력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으며,날물에 깊이 조 용 로라를 부착하여 일정한 깊이

(피복 두께)만큼만 단하여 날물의 효율을 증 하 고 사용후핵연료 은 단

모듈을 통과한 후 수직으로 단되어 분리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 회수를 원활하게

하 다.

(2)폐 피복 단장치 설계

탈피복 장치에 의해 분리된 폐피복 은 반원형태의 길이로 양 갈래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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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따라서 폐피복 의 리를 효율 으로 하기 해서는 상형태로서 일정한 길이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폐피복 을 상형태로 만들기 해

로라에 의해 연속 으로 압착하고 단은 회 단물에 의해 일정한 길이로 단하

도록 설계하 다.이때 폐피복 은 로라에 의해 압착이 될 때,폐피복 에 부착된 사

용후핵연료도 어느 정도 회수될 것으로 단된다.

(3)산화분말로 설계

상기와 같이 탈피복공정을 거치 사용후핵연료와 폐피복 으로 분리,회수하며,

이를 분말화하기 해서는 500℃ 이상 공기에 의한 산화 반응로가 필요하다.이때 유

동화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산화 분말화 개념을 도입하거나 회분식 산화 반응로에서

분말화가 가능하도록 연속공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회분식 형태로서 피복 과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분리할 수 있는 망체(sieve)가 장착된 산화 반응로를 설계하 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는 연속공정에 의한 분말화 공정을,폐피복 은 회분식 형태로서

폐피복 에 부착된 사용후핵연료를 분말화하여 회수하는 공정 개념으로 설계하 다.

산화처리 후 사용후핵연료 분말과 폐피복 분리 회수가 장치 하부에 진동을 주며,

운 시 유지보수가 용이한 모듈구조를 가지는 사용후핵연료 분말화(lkgHM/베취)장

치를 설계,제작하 다.수평식 탈피복장치로부터 회수된 사용후핵연료 덩어리와 단

된 폐피복 은 호퍼를 이용하여 임시 장하고,분말화 장치와 호퍼와 연결하여 운

을 수행하게 된다.

가)분말화 장치 구성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덩어리 폐피복 을 산화처리하

여 사용후핵연료는 분말 형태로 회수하고,폐피복 내부에 부착된 사용후핵연료도 분

말화에 의하여 효율 으로 회수하는 장치로서,주요 구성은 반응 모듈부,지지모듈부

로 구성되어 있으며,장치 설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용량 :1kgHM/베취

-분말 회수율 :99%이상,최종 분말 입도 :2-100㎛ 이내

-사용온도 :500℃,U3O8분말화 시간 ：12시간, 기용량 :10kw,220V3상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장치의 모듈 구분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크게 표 3.1.1.1과

같이 구분하 다.본 장치는 최종 으로 핫셀에서 운 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요건을

반 하여 설계하 다.

-본 장치는 핫셀에서 운용 시 작업자의 근이 가능하고 핫셀 내 설치된 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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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서보조작기,기계식 조작기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운 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각 모듈의 고장,부품 고장,센서 고장 시 셀내 설치된 크 인, 동식 서보조작

기,기계식 조작기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제거 새 것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표 3.1.1.1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복합처리 장치의 모듈 구분

주 모듈 세부모듈 수량

반응모듈부

Utility모듈 1

반응기 모듈 1

배출부 모듈 2

장치지지 모듈
반응기 지지모듈 1

회 이트 1

-모든 부품은 방사선에 강인한 내방사선 부품 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최

소 방사선 흡수 한계(Radiationdoselimit)는 107rads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장치 제작을 한 일반 사항

-모든 장치의 탈부착 유지보수는 크 인, 동식 서보조작기 원격조작기

를 이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치를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반응 모듈부는 반응기 회 ,에어락커의 진동에서 장비의 변형 설이 없

어야 한다.

-본 장치는 500°C분 기에서 15ℓ/min로 공기를 공 하며 사용후핵연료 산

화시 1.5kg/cm2압력에 견디어야 하고,고온 조건에서 각각의 결합부 기

기의 변형이 없어야하며,특히 고온에서 열 변형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분말화 장치는 연속운 이 용이하도록 용기 내 잔류 분말이 없도록 설계되어

야 하며 장시간 운 에 가열로 주변장치가 고온 내열성이어야 한다.

-500°C공기 분 기에서 작동하므로 온도에 향을 받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

어야 한다. 한 좁은 핫셀 공간내부에 설치되므로 장치/설비의 유지보수를

하여 부품의 근 교환이 가능하도록 장치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가공/조립/제작에 따른 각 규격치수의 공차는 0.1mm 이내로 하고 한 완성

제작 후 Cleaning(산세척 처리 세척)이 완벽하여야 한다.

-장치 작동은 정숙하고 원활하여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용도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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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고온 베어링을 사용하여 장치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O-ring이 하

는 슬라이딩 부 는 특히 정 가공하여야 한다.

-장치 랜지 부분은 SUS304L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기의 수명연장 장치의 안 을 한 냉각용 공기 온도는 25도 이하로서

(별도의 cooling라인 설치)압력 유량 조 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분말화 장치 각 부분별 설계내용

1)반응 모듈부

  유틸리티 모듈

-압력 게이지 (필요시 변경가능):반응기 상부 에 치하며,bounden튜

를 특수 가공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폐효과가 높으며 내 충격에 견

딜 수 있게 한다.

-반응가스 공 부 규격

·Regulator:SUS304L250-10KG,자동 On-Off밸

·배 규격 :1/2“SUS304L튜

·유량 :15～ 45ℓ/min(MassFlow Meter& Controller)

·기체 배출시 필터 시스템 별도 설치

·압력 지시계 :PT&Digital지시계,압력조 기능(0～7Kg/Cm
2
)

·유지,보수시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배 유틸리티부

·배 시스템은 반응로에 공기를 공 하는 것이며,내열성 있는 인증제품

사양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반응로에 연결되므로 연결 부 를 견고하게 하고,연결 부 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밸 나 게이지를 배 에 연결할 때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열 부

·반응기 상부에 열 를 상부에 1개를 부착하고,장치 운 시 이탈되거

나 흔들림 없도록 한다.

·열 선정 시 산화온도조건 설계사양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열 은 가열로(반응기)의 온도가 500~800°C이상으로 상승되므로 이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열 은 디지털 형식의 Unit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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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규격은 φ4~6mm 재질은 SUS304L이다.

-유틸리티 모듈 모든 부분은 분해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작기에 의해서

교체가 가능하고,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Shaft부

-기능 :시료 투입 배출 효율 산화

-반응기와 Shaft사이에 투입된 단 연료 은 그 공간에서 끼임 상이

없어야 한다.

-Shaft는 반응로 내부의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축 방향으로 기체,분말,방사능의 설이 없어야 한다.

-Shaft은 반응기 내부에 설치되어 마찰 열 변형에 비하여 냉각장치를

가공하여야 하며 공기가 공 되도록 한다(공기 냉각).

-고온가스 출 방지를 하여 Shaft의 양측 외경에 메탈 씰과 과불화 탄

성체를 사용한다.

-회 시 고온에서 연료 의 마찰 충격으로 인한 축 변형이 없어야 한다.

  반응기 모듈

-반응로 내부 :１set

·재질 :SUS304x6t,규격 :2～ 5ℓ

·주요사항 :내부는 Polishing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거칠기 0.1㎛)

·메시 크기 :7mm x12.5mm

-반응기 사양

·반응기 모듈은 메시형 반응기,메시형 반응기 커버 Shaft부,폐피복

분말 배출라인을 한 모듈로 한다.

·반응기 외부에 무게 심을 고려하여 인양고리를 설치한다.

·반응기 모듈은 수직으로 안착 착탈히 원활히 잘 되어야 한다.

·반응로 두께 :6t이상

·반응로 재질은 고온에 견딜 수 있고 SUS304L를 사용한다.

·반응로 상부는 단 연료 을 넣고 원활히 뚜껑을 열고 닿을 수 있는 메

카니즘으로 한다.

·분말화 시 스크류를 통해 밖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작한다.

·각각의 가스켓은 고온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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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락커 부

·시료 배출용 에어 락커 :2sets

·각 기기의 고정 지그 Bracket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응로에 진동을 주어 분말이 아래로 잘 떨어지어야 한다.

·고장 시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구조로 체결 부 를 제작한다.

·에어락커 부착 후 작동 시 지지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배출부 모듈

-엔드캡 부 (2개소)

·주름 내부는 오링,가스캣 등 실링재를 부착하여 분말과 헐 용기의 입

구가 정확히 실링이 되어야 한다.

·앤드캡 모듈에 인양고리를 부착한다.

·분말,폐피복 출구에 잔여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엔드캡을 제작한다.

·앤드캡은 착탈이 용이하고 잔여분말을 받을 수 있는 형상을 고려하여 제

작한다.

-분말,헐 용기부

·분말,폐피복 용기부는 사용후핵연료 1kgHM/베취 산화시 분말/폐피복

을 받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다.

·용기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제작한다.(304L)

·용기를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용기 하단부에 ball을 부착한다.

·용기를 다른 곳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용기의 앞면에 손잡이를

부착한다.

·용기의 손잡이는 앞쪽으로 오도록 제작하여 부착한다.

·용기의 입구는 powder가 잘 들어가도,잘 빠질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용기의 입구는 반응로 출구구멍에 맞도록 제작하며,이때 분말이 흘러내

리지 않도록 한다.

·용기 제작시 견고하게 하고,메니퓰 이터로 취 이 용이하도록 가볍게

제작한다.

·폐피복 /분말용기 클램 손잡이는 정면으로 하고,형태는 +로 한다.

·폐피복 /분말용기 클램 의 착/탈 시 클램 가 한곳에 힌지로 고정되

어 있어야 한다.

·폐피복 용기의 투입기는 헐의 잔여분말 분리 장치 상단 투입구와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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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장치지지 모듈부

  반응기지지 모듈

-주 구조부 :1set

·반응기,구동모터 등이 잘 안착될 수 있는 가이드 구조를 갖는다.

·재질 :SUS304L

·탈피복/분말화 일체형장치를 지지하는 임 구조물로 제작한다.

·작동부 와 고정 임 부 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다.

·분해조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구조부에 용 으로 합한 부 는 산세척을 한다.

·반응로가 열에 의해 팽창될 때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제작한다.

·반응기지지 모듈은 반응기로부터 직 열을 받지 않도록 한다.

  회 이트

-회 이트는 무게 심을 고려하여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회 이트는 하나의 모듈로 장치 구조부와 별도로 분리 되어야 한다.

-회 이는 좌우 180도로(합 360도)회 되어야 하며 방과 후방에 스

토퍼를 설치한다.

-회 이트에 의해서 장치가 회 될 때 MSM에 의해서 쉽게 회 되

어야 한다.

3)장치 안 장치

⦁장치의 운 시 압력,온도 기타 등에 해서 안 장치를 필히 갖추어야

한다.

⦁핫셀 내에서 모든 부품 이블은 내열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4)기타

⦁모든 유지보수용 볼트/ 트는 Captivetype로 통일되게 제작한다.

⦁본 장치는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될 수 있는데 로 모듈화 구조로 한다.

⦁ 상 메카니즘은 메니퓰 이터로 취 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15kg이내의

량으로 모듈화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상 메카니즘은 장치의 상단과 장치 앞쪽에 설치 는 부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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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상 메카니즘은 로 에 의해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상방향에

서 배치하여 조립한다.

(4)수평식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제작

상기와 같이 기존 장치(그림 3.1.1.3(a))의 개선 사항을 반 하고 설계 개념 자

료를 바탕으로 수평식 기계 탈피복 복합처리 장치를 기본 설계하고 재 제작 에

있다(그림 3.1.1.3(b) 그림 3.1.1.4참조).이는 기존에 제작한 탈피복 장치를 이용하

여 mock-up시설에서 성능시험을 세부 으로 충분히 수행하고 이를 반 하여 설계를

수행하 기 때문이다.

(a) 기 제작한 수평식 탈피복장치 (b)제작 수평식 탈피복장치

그림 3.1.1.3 수평식 기계 탈피복 장치 비교

(a)유압장치 (b)슬리 어셈블리 (c)Blade부분

그림 3.1.1.4 제작된 수평식 기계 탈피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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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ock-up시설 이용 장치 성능 시험

Mock-up시설에서 장치 성능을 시험하는 목 은 (1)탈피복-분말화 장치의 효율

성 사용후핵연료 의 처리용량 산출,(2)핫셀에서 탈피복-분말화 복합 처리장치

운 시 원격 조작 취 성 확인,(3)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의 유지 고장

시 보수를 한 장치의 모듈화와 소형화를 도출하기 함이다.

Mock-up시설에서 dummy(1m)연료 을 이용한 주요 모듈장치의 비 성능시험

결과,연료 의 연속장입을 확인하 고 3.8m 길이 사용후핵연료 의 탈피복 시간은 10

분 이내로 가능함을 확인하 다.그러나 유압식 탈피복장치의 연속 인 성능 시험을

통하여 유압 공 장치 유압계통 유지 보수의 용이성,유압 구동에서의 작동상의

문제 을 확인하 다.유압 공 장치의 유압 압력이나 유압의 유량에는 큰 문제는 없

었으나 핫셀 투입시 장치를 분리하여 투입한 후 재조립의 과정에서 mock-up실험시

설정된 값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 이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를 반 하여 핫셀에서

향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탈피복-분말화 장치 설계 자료를 생산하고,DFDF에서 탈피

복 장치의 문제 mock-up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분별 기계 가압방식의

수평식 탈피복 장치를 추가 제작하 다(그림 3.1.2.1참조).

그림 3.1.2.1 개선된 수평식 탈피복 장치 mock-up시험 사진

(1)구동 로라 가압 방법 가압 압력 측정 곤란

기계 가압 방법에 가압 압력이 측정이 곤란하여 유압식 가압 방식을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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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복 장치로 개선하 으나,mock-up실험결과 유압라인을 탈부착할 경우 기존의 압

력을 유지 못하는 단 과 각각의 롤러에 가해지는 가압력이 게이지 상으로 표 이 되

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어 유압식 탈피복-분말화 장치는 핫셀에서 사용에 문제 이 있

을 것으로 단되었다.따라서 각각의 가압롤러의 가압 방식을 기계식으로 변환하여

가압하는 것이 핫셀 운 시 보다 효율 일 것으로 평가하 다.

1단부터 4단으로 되어있는 구동 롤러부의 가압 치가 재 롤러의 심에 치하

여야 하나 아래쪽으로 치한 상태이므로 가압시 가압력이 롤러에 정확히 달되지

않아 각 롤러의 심에 기계식 스크류를 이용하여 가압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환하

다. 한,각 롤러의 가압 스크류의 핸들은 핫셀 운 상 1개의 핸들로 1단부터 4단

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2)사용후핵연료 단 단 날물 간극 조정 곤란

단 날의 간극조정 장치를 유압으로 개선하여 실험한 결과 간극조정 장치의

유압장치는 유압부분의 탈부착 후 기존의 압력을 유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핫셀에 투

입시 모듈을 분해하여 투입하여야 하나,분해 후 핫셀에서 당한 압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한 기계식으로 개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용후핵연료가 롤러 구동부를 통과하여 단 날에 투입될 때 사용후핵연료의

심부에 치하여야 하나, 재 항상 정확하게 날 심에 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어 날 심으로 연료 을 날 심으로 유도하는 깔때기를 제작 설치하여 핵연료가 매

번 투입시 날 심에 치하도록 개선하 다.개선 방법은 유압구동부의 구동 장치를

제거한 후 기계식 스크류를 제작하여 날 간극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3.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분말화 효율평가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증가에 따른 주요 특성 변화는 PCI (Pellet-Cladding

Interaction) 상이 두드러지고 한 핵연료 자체의 미세조직이 변하는 것이다.이상

의 두 가지 주요 특성 변화는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 분말화 특성에 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1단계 연구로부터 알 수 있었다.특히 체 연료 좌․우측 일정

부분은 연소도가 격히 변화하는 역으로 기계 탈피복 특성보다는 분말화 특성에

향을 더 크게 미친다. 처리- 이로 공정의 실증규모 시설을 고려할 경우 연료

체 단 로 탈피복-분말화 공정이 수행되므로 좌․우측 역의 격한 연소도 변화

에 따른 핵분열성물질의 균질도 확보 여부가 요한 공정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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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단계 연구에서는 좌․우측 연소도 변화가 격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체를 상으로 각 역별로 기계 탈피복 시험을 수행하고,분말화 후 각 역별로

분말의 혼합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그리고 연료 앙 역에서 사용후핵연료 연소

도 변화에 따른 기계 탈피복 특성 회수된 사용후핵연료 덩어리의 입자 분포 특

성을 평가하 다.특히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의 각 역별로 제조된 분말의 혼합

특성을 세슘 감마 핵종 분포와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서 핵분열성물질의 균질도 여부를

확인하 다.

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송

DFDF핫셀에서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건식 재가공 원격 시험

을 수행 이며,2009년까지는 조사후 시험시설에 장 인 국내 원 발생 사용후핵

연료 을 선정하여 감마스캐닝 후(그림 3.1.3.1참조)연소도가 균일한 역만을 이송

하여,탈피복/분말화/혼합/소결체 제조 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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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J502-C16연료 연소도 분포

그러나 2011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건식 재가공 핵심기술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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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처리 공정 기술개발을 목 으로,연료 좌․우측의 연소도가 낮은 부분까지

(그림 3.1.3.2참조)포함한 연료 체를 이용하여 탈피복/분말화/혼합 균질도 시험을

수행하 다.따라서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3개를 '10년 11월 19～ 22일 이송하

으며,표 3.1.3.1에 주요 특성을 정리하 다.

그림 3.1.3.2.감마스캐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길이별 연소도 분포 (HA03D15)

표 3.1.3.1이송 사용후핵연료 주요 특성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3개)

RodNo. 방출원
연소도

(MWd/tU)
최종방출일

농축도

wt% U-235

피복

종류
비고

HA03D15 울진3호기 56,906 2007-02-06 4.49 Zirlo
연소도측정완료
(화학분석 병행)

J502B13 4호기 54,930 2005-08-25 4.49 Zirlo 연소도측정완료

J44A04 고리2호기 34,785 1992-05-29 3.80 Zir-4 연소도측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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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료 별로 rod-cut길이는 감마스캐닝에 의한 연소도 profile측정 자료를 기

으로(그림 3.1.3.2참조-HA03D15-57GWd/tU),연료 좌·우측 연소도 감소 역은

약 10cm로 단하고,연소도가 균일한 역은 약 25cm로 단하 으며,각 연료

단 이력 이송 무게는 표 3.1.3.2와 같다.

표 3.1.3.2.이송 연료 단 이력 이송 무게

RodNo. Rod-cut갯수 이송무게 (U-basis) 총 이송무게

HA03D15-10cm :12개,25cm :10개 약 1.63kg-U 약 2.4kg

J502B13 -10cm :14개,25cm :10개 약 1.65kg-U 약 2.5kg

J44A04 -10cm :15개,25cm :9개 약 1.57kg-U 약 2.3kg

합 계 총 69개 약 4.85kg-U 약 7.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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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기계 탈피복 시험

(1)탈피복 장치 비 성능시험 핫셀 시험 범

사용후핵연료 의 기계 탈피복 시험은 기존에 주로 사용한 수직형 탈피복

장치 혹은 수평식 탈피복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수평식 탈피복장치는 2단계

에서 새롭게 개발 인 장치이므로 주로 검증시험에 이용하 으며,본 시험은 수직형

탈피복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상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의 특성 (Zirlo,외

경 :∅9.5mm,두께 :0.572mm)을 고려하여 효율 인 탈피복 시험을 하여 핫셀 시

험 에 모의 사용후핵연료 을 제작하여 비 탈피복 실험을 통한 장치 성능을

검하고 이를 핫셀에 투입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1.3.3은 제작된 모의 연료

(폴리 로필 재질로 가공하여 Zirlo튜 내에 삽입) 비 시험 사진이며,그림

3.1.3.4는 핫셀 원격 운 을 고려한 탈피복장치의 분해,조립 시험 사진이다.

그림 3.1.3.3 제작된 모의 rod-cut 실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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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탈피복 뭉치 재조립 사진

기계 탈피복 핫셀 시험에 사용된 상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은 표

3.1.3.1에 제시한 세 종류 연료 으로,각 연료 별로 시험에 이용된 rod-cut개수

무게를 표 3.1.3.에 종합 정리하 다.

(2)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HA03D15)기계 탈피복 특성 시험

그림 3.1.3.2에 나타난 바와 같이,HA03D15연료 체의 연소도 분포를 기

으로 기계 탈피복 장치를 이용하여 탈피복 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1.3.5는 탈피

복 ․후 핫셀 시험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기계 탈피복 후 피복 은 주로 두 개로

슬리 되어 분리되며,회수된 사용후핵연료는 펠렛 형태가 아닌 입자 분포를 가지는

덩어리 형태이다.

표 3.1.3.3.이송 연료 단 이력 이송 무게

RodNo.
연소도

(GWd/tU)

역별 Rod-cut개수 기 무게

총 무게

(gr)

좌측 앙 우측

개수

(길이/개)
무게,g

개수

(길이/개)
무게,g

개수

(길이/개)
무게,g

HA03D15 56.9
6

(10cm) 380.35
10

(25cm)1,619.32
6

(10cm) 381.142,380.81

J502B13 54.9 - -
1

(25cm) 164.34 - - 164.34

J44A04 34.7 - -
2

(25cm) 316.45 - - 316.45



-33-

그림 3.1.3.5 기계 탈피복 ⋅후 사진 (HA03D15,연소도 56,906MWd/tU)

1단계 보고서에 서술한 바와 같이,사용후핵연료 탈피복 효율은 크게 핵물질 계량

용 장비인 DSNC(DUPICSafeguardNeutronCounter)를 이용한 방법과 회수된 핵물

질의 무게를 기 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DSNC이용 방법은 기 rod-cut과 최종

탈피복된 폐피복 (hull)내 핵물질 양 즉 Cm-244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성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재 DFDF핫셀내 DSNC장비의 측정 효율이

다소 감소하여 본 시험에서는 무게 변화에 의한 탈피복율을 구하 다.그러나 고연소

도 사용후핵연료 의 경우 기계 탈피복후 피복 내부 표면에 사용후핵연료가 부착

되어 있어 이를 분말화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을 구할 수 있다.따

라서 1차 으로 기계 탈피복율을 구하고,폐피복 을 산화처리후 내부 표면에 부착

된 사용후핵연료를 회수한 후 총 탈피복율을 구하 다.

연소도 56,906MWd/tU HA03D15연료 좌측(10cm 6개), 앙부 (25cm,10

개),우측 (10cm,6개)rod-cut의 기계 탈피복후 회수한 사용후핵연료 덩어리의 무게

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기계 탈피복율을 표 3.1.3.4에 종합 정리하 다.

여기서 폐피복 자체 무게는 두께와 도를 고려하면 rod-cut길이의 약 16%로 계산

되며,내부 표면에 부착된 사용후핵연료 무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피복 내부표면 부착 핵연료무게 = 기 rod-cut무게-(피복 자체무게+회수된

핵연료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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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4 HA03D15연료 (연소도 :56.9GWd/tU)의 역별 기계 탈피복율

시험 구분

역별 Rod-cut개수 기 무게

좌측 앙 우측

개수

(길이/개)
무게,g

개수

(길이/개)
무게,g

개수

(길이/개)
무게,g

기 rod-cut
6

(10cm)
380.35 10

(25cm)
1,619.32 6

(10cm)
381.14

피복 자체무게 - 60.9 - 259.1 - 60.9
회수된

핵연료 무게 - 317.8 - 1,197.8 - 317.5

피복 내부표면
부착 핵연료 무게 - 1.7 - 162.4 - 2.7

기계 탈피복율
(회수 핵연료 기 ) - 99.5% - 88.1% - 99.2%

표 3.1.3.4내의 값은 각 역별 총 양으로 역 내 rod-cut평균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상의 결과를 종합 으로 분석하면,기계 탈피복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회수

율은 앙 역은 약 88%로서 피복 내부에 약 13%의 사용후핵연료가 부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좌․우측 역의 탈피복율은 99%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인 것은 낮은 연소도를 포함

한 다양한 분포를 가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단일 rod-cut이용(J502B13,J44A04)기계 탈피복 특성 시험

연소도 56,906MWd/tU HA03D15연료 체를 상으로 역별 기계 탈

피복율을 구한 결과,좌․우측의 경우 기계 탈피복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은

약 98%로서 해당 역의 평균값을 얻었다.따라서 연소도 변화에 따른 기계 탈피복

특성을 세부 으로 분석하기 하여,25cm 길이의 단일 rod-cut을 이용하여 핫셀 시

험을 수행하 다.

표 3.1.3.1에 제시된 바와 같이,연소도 54,930MWd/tU J502B13연료 앙 역

rod-cut1개와 연소도 34,785MWd/tUJ44A04연료 앙 역 rod-cut2개를 선정하

고,rod-cut종류별로 각각 기계 탈피복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3.1.3.6에서 보는 바와 같이,우측 상단 사진의 고연소도 핵연료 의 경우 기

계 탈피복 후 피복 내면에 부착된 사용후핵연료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측 하단 사진의 연소도의 경우는 부착된 핵연료를 거의 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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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기계 탈피복 핫셀 시험 사진 (J502B13-연소도 54,930MWd/tU,

J44A04-연소도 34,785MWd/tU)

앞서 수행한 바와 동일하게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기계 탈피복율을

정량 으로 구하 으며,이를 표 3.1.3.5에 종합 정리하 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기계 탈피복 시험 결과를 종합하면,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기계 탈피복율은 감소하며,연소도 50,000MWd/tU 이상의 경

우 단순 기계 방법에 의한 탈피복율 즉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은 평균 85% 이며,그

이하 역의 연료 은 평균 99% 정도로 나타났다.임의의 연소도를 기 으로 격한

탈피복율 변화가 일어나므로 연소도와 탈피복율 변화 상 식을 얻기 해서는 더 많

은 시험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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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5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35,55GWd/tU)에 따른 기계 탈피복율

시험 구분

J502B13

(54,930MWd/tU)

J44A04-1

(34,785MWd/tU)

J44A04-2

(34,785MWd/tU)

무게,g 무게,g 무게,g

기 rod-cut 164.34 158.04 158.41

피복 자체무게 26.3 25.3 25.3

회수된

핵연료 무게
114.5 131.4 131.9

피복 내부표면

부착 핵연료 무게
23.5 1.3 1.1

기계 탈피복율

(회수 핵연료 기 )
82.9 99.0 99.2

(3)회수 사용후핵연료 Fragment의 입자 분포 특성

기계 탈피복 기술을 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으로부터 회수된 핵물질은

부분 덩어리 형태로서,이들의 입자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최근 진행 인 한미공동연

구와 연계하여 정 처리 공정을 설정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즉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이로 공정과 연계하여 처리 공정의 주요 목표

는 이로 공정에 공 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집합체로부터 최 로 회수하는 것이며,아

울러 회수된 사용후핵연료를 히 재가공하여 해환원 공정에 공 하는 것이다.

해환원 공정에 공 되는 원료물질 형태를 기계 탈피복에 의한 회수한 덩어리

(fragment)로 설정할 경우,기계 탈피복에 의한 미세 분말(통상 으로 45μm 이하)

형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아울러 회수된 사용후핵연료 덩어리의 입자 분포와 덩어리

의 물리/화학 특성 자료 확보가 요하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고연소도

((J502B13-연소도 54,930MWd/tU,J44A04-연소도 34,785MWd/tU)사용후핵연료

으로부터 단순 기계 탈피복에 의하여 회수한 핵물질의 입자 분포도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하 다.

가)입도 분포 측정용 표 망체(∅75mm)투입 측정 방법

기존에 DFDF핫셀에서 사용한 입자분포 측정용 US표 mesh의 장기간 사

용에 따른 교체를 하여 그림 3.1.3.7과 같은 신규 표 망체를 핫셀에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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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개조된 핫셀용 표 망체 사진

사용한 US 표 mesh범 는 #4(5mm),#10(2mm),#18(1mm),#40(0.5mm),

#50(300μm),#70(200μm)이고,ASTM B214-86( 속 분말의 sieve분석)에 제시된 분석

차에 하여 소형 입도 분포 측정 장비(VibrationSievingMC)를 사용,15분간 교반

과 동시에 진동을 주고 입자 분포 특성을 분석하 다.그림 3.1.3.8은 입도 분포 측정

실험 후 각 표 망체내 회수된 사용후핵연료 사진들이다.

그림 3.1.3.8 입도 분포 실험 후 각 망체의 모습

나)사용후핵연료 fragment입자크기 분포 특성

J502B13(연소도 54,930MWd/tU)와 J44A04(연소도 34,785MWd/tU)사용후핵

연료 으로부터 회수된 fragment입자 분포 측정 결과를 표 3.1.3.6에 정리하 다.

표 3.1.3.6의 단순 기계 탈피복에 의한 fragment입자 분포 결과를 보면, 체

으로 200㎛ 이하의 미세 덩어리의 분율은 약 2.5%이며 45㎛ 이하의 미세분말은 1%

미만일 것으로 여겨진다.즉 0.2mm이상의 덩어리가 부분으로 기계 탈피복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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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세 분말 형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덩어리의 입자 크기 분포는 연소도에

거의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6.기계 탈피복에 의한 회수된 사용후핵연료 fragment입자 분포도

Sieve

J502B13:54.9GWd/tU

( 기무게 :114.55g)

J44A04:34.8GWd/tU

( 기무게 :128.45g)

시료무게 (g) % 시료무게 (g) %

5mm(＃ 4) 0.51 0.445 0.59 0.460

2mm(＃ 10) 65.52 57.222 81.67 63.705

1mm(＃ 18) 28.95 25.284 28.36 22.122

0.5mm(＃ 40) 13.26 11.581 11.42 8.908

300μm(＃ 50) 1.87 1.633 2.11 1.646

200μm(＃ 70) 1.54 1.345 1.46 1.139

Pan 2.85 2.489 2.59 2.020

Total 616.50 99.999 172.20 100

그러나 기계 탈피복에 의한 미세 분말(통상 으로 45μm 이하)의 존재 분율은

용된 기계 탈피복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미국 INL에서 BR-3사용후핵연료

(평균 연소도 :45,000MWd/tU)를 이용한 해환원 시험 수행을 하여 연료 을

Crushing탈피복 방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fragment를 회수하 으며,입자 분포를

측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여 주었다.

☞ 2.8mm～4mm (87.87g,18.6%),1.2mm～2.8mm (137.79g,29.2%),

0.6mm～ 1.2mm (105.29g,22.3%),45㎛ ～ 0.6mm (99.95g,21.2%)

☞ 45㎛ 이하 (41.09g,8.7%)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과제에서 용한 기계 탈피복 방법에 의하여 회수한 사용

후핵연료 덩어리 내 45㎛ 이하 미세 분말은 1% 미만이지만 연료 Crushing방법을

용할 경우 미세분말은 약 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즉 본 과제에서 용한 피복

슬리 에 의한 기계 탈피복 방법이 미세 분말의 최소화하는데 효과 임을 알 수 있

었다.

다.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분말화 시험

나.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연소도 역에서 단순 기계 탈피복에 의한 사

용후핵연료 회수율은 약 85%이므로,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TRU의 효율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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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성 증 ,고 폐기물 최소화의 목표를 해서는 회수율을 99% 이상 높

여야 한다.따라서 폐피복 추가 산화에 의한 핵연료 회수 사용후핵연료 산화에

의한 분말화 특성을 평가하 다.

(1)폐피복 내 핵연료 회수 사용후핵연료 분말제조를 한 산화 시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피복 내면에 부착된 핵물질을 회수하기 해서는 산

화처리 방법이 가장 효과 이다.따라서 그림 3.1.3.9와 같이 연소도 57 GWd/tU

HA03D15탈피복후 폐피복 을 산화로 장 용기로 별로도 장입하여 산화실험을 수행

하 으며,회수된 fragment를 분말화하기 하여 산화실험을 수행하 다.산화 조건은

500℃ 공기 분 하에서 10시간으로 모두 동일하게 용하 다.

그림 3.1.3.9 탈피복 시료의 산화 ⋅후 사진(HA03D15)

그림 3.1.3.10 탈피복 시료의 산화로 용기내 장 사진(J502B13)

(2)폐피복 산화에 의한 핵연료 회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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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에 의한 폐피복 내부 표면에 부착된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을 정확히 구

하기 해서는 기 핵물질 부착량을 알거나 피복 자체의 정확한 무게를 알아야 하

는데 이는 힘들다.따라서 회수된 체 사용후핵연료 분말 무게 변화를 통하여 간

으로 구하 으며,평균 99% 핵연료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기 무게를 기 으로,단순 기계 탈피복에 의

한 핵연료 회수율은 약 85%,피복 내면에 부착된 핵연료 (약 15%)의 회수율은

14.8%이다.즉 기계 탈피복-폐피복 산화에 의한 복합 처리를 용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총 회수율은 평균 99.8%를 보여주었다.

(3)사용후핵연료 산화에 의한 분말화 특성

사용후핵연료 fragment를 산화시킬 경우 무게 이득(weightgain,%)의 이론값

은 3.95%이다.산화 처리 시에 연소도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특성은 고용

된 불순물 함량에 의한 산화 거동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산화분말의 입

자 분포도가 연소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본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산화 거동 특성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으나,이번 단계에서는 연소도가 격히

변하는 연료 좌․우측을 포함한 체 연료 을 상으로 각 역별로 산화에 따른

분말화 입자 분포 특성을 평가하 다.

표 3.1.3.7은 연소도 56,906MWd/tU (HA03D15) 체 연료 좌측, 앙부,우

측 각각의 역에서 회수된 핵연료 덩어리 폐피복 (핵연료 부착됨)의 산화 후의

무게 변화 무게 이득을 비교한 것이다.

표 3.1.3.7 HA03D15연료 (연소도 :56.9GWd/tU) 역별 산화분말 특성

시험 구분

역별 Rod-cut개수 기 무게

좌측 앙 우측

무게,g 무게,g 무게,g
기무게

(Fragment+폐피복 ) 380.35 1,619.32 381.14

산화후 무게
(Fragment+폐피복 ) 395.5 1,685.4 396.2

무게 변화 15.2 66.1 15.1

무게 이득,% 3.98% 4.08% 3.95%

그림 3.1.3.11은 표 3.1.3.7시험자료를 추가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산화 후 무

게 이득 변화를 도식한 결과로, 체 으로 연소도 60,000MWd/tU 이하일 경우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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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이득은 4.1～ 4.2% 범 이며,그 이상 연소도에서는 격히 감소한다.좌,우측

역 사용후핵연료의 산화후 무게이득은 연소도 변화에 의한 복합 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라.사용후핵연료 연소도 역별 산화분말 혼합 균질도 평가

용량 처리 공정에서는 좌․우측 역의 연소도 변화가 격한 체 연료

을 포함한 체 집합체 단 로 처리하게 되며,이 경우 공정 물질 흐름에서 요한 베

취별 공 되는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성물질의 균질도 여부가 핵비확산성 평가와 연

계된 핵물질 계량 리 측면에서 요하게 된다.따라서 연소도 56,906 MWd/tU

(HA03D15) 체 연료 좌측, 앙부,우측 각각의 역에서 제조된 산화분말의

입자 분포도 세슘 감마핵종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혼합에 따른 균질도 평가를 수

행하 다.

그림 3.1.3.11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산화후 무게이득 변화

(1)산화 분말 비 입도 분포 특성 분석

실험에 사용된 연소도 56,906MWd/tU (HA03D15)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은

폐피복 을 제거한 후 분말을 분리하여 제조하 으며,각 역별 무게는 아래와 같다.

-상단부 시료:323.22g, 간부 시료:1,378.52g,하단부 시료:329.17g

입도 분포 측정 방법은 앞서 서술한 fragment입도 분포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

하 으며,그림 3.1.3.12는 입도 분포 측정 장치 실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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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2 산화분말 입도분포 측정장치 실험 사진

표 3.1.3.8은 세 역별로 각각 제조된 산화분말의 입자 분포도 측정 결과로서 70

μm 이하의 미세 분말 분율은 역에 무 하게 95% ～ 97% 범 를 나타내었다.그

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가 높은 간 역에서 300μm 이상의 덩어리 존

재 분율이 상 으로 좌․우측 역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으며,좌․우측은 연소도

가 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산화에 의한 분말화 특성에 큰 차이가 없

음을 나타내었다.

표 3.1.3.8 HA03D15연료 (연소도 :56.9GWd/tU) 역별 산화분말 입자 분포도

Sieve

상단부 간부 하단부

Sample

무게 (g)
%

Sample

무게 (g)
%

Sample

무게 (g)
%

300μm (＃50) 0.62 1.24 1.78 3.30 0.57 1.03

200μm (＃70) 0.27 0.54 0.58 1.08 0.24 0.43

150μm (＃100) 0.22 0.44 0.39 0.72 0.25 0.45

70μm (＃200) 0.28 0.56 0.47 0.87 0.43 0.77

40μm (＃400) 0.64 1.28 0.96 1.78 6.95 12.53

Pan 47.94 95.93 49.74 92.25 47.04 84.79

49.97 99.99 53.92 100 55.48 100

표 3.1.3.9는 세 역별로 각각 제조된 산화분말을 체 혼합하여 측정한 입자 분포

도 측정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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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9 HA03D15연료 산화분말 체 혼합한 경우 입자 분포도

Sieve Sample무게 (g) %

300μm (＃ 50) 1.11 1.88

200μm (＃ 70) 0.50 0.85

150μm (＃ 100) 0.46 0.78

70μm (＃ 200) 0.64 1.08

40μm (＃ 400) 36.25 61.41

Pan 20.07 34.00

59.03 100

(2)산화 분말 혼합(Blending) 균질도 특성 평가

가)산화분말 혼합 실험 방법 범

본 실험의 목 은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성물질의 균질도 정도를 평가하기 한

기 실험으로서 실험 개요는 다음과 같다.연소도 56,906MWd/tU (HA03D15) 체

연료 좌측, 앙부,우측 각각의 역에서 제조된 산화분말을 듀픽 핵연료 제조

공정용 1ℓ혼합기를 이용하여 회 수 35rpm으로 각각 혼합한 후(그림 3.1.3.13참조),

그림 3.1.3.14와 같은 치에서 시료를 샘 링하여 세슘 감마핵종을 측정함으로서(그림

3.1.3.15참조)혼합에 따른 균질도 평가를 수행하 다.세 역에서의 별도 혼합시험이

완료한 후 각 역 분말을 체 혼합하고 샘 링하여 세슘 감마핵종 측정에 의한 혼

합 균질도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3.1.3.13 산화분말의 혼합 실험 사진 그림 3.1.3.14.샘 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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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5 혼합된 산화분말 시료의 감마 핵종 측정 사진

표 3.1.3.10은 산화분말 혼합 실험 범 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시료 종류 혼

합시간 범 ,실험 순서가 포함되어 있다.

표 3.1.3.10 HA03D15(연소도:56.9GWd/tU) 역별 산화분말 혼합 실험범 종합

시료명
A B C D

상단부 시료 간부 시료 하단부시료 A+B+C혼합

혼합

샘 링

조건

총 4시간 총 4시간 총 4시간 총 4시간

2시간
샘 링

(20g,5개)
2시간

샘 링

(20g,5개)
2시간

샘 링

(20g,5개)
1시간

샘 링

(10g,10개)

2시간
샘 링

(20g,5개)
2시간

샘 링

(20g,5개)
2시간

샘 링

(20g,5개)
1시간 샘 링

1시간 샘 링

1시간 샘 링

감마핵종 분석을 한 샘 링 방법을 보면,분석 시료의 총 개수는 70개로서 혼합

이 완료된 산화분말 체를 넓은 Tray에 붓고 분말의 층을 고르게 펴고 그림 3.1.3.4

를 참조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하 다.

• A,B,C시료 :2시간 혼합 후 20g시료 5개 채취 → 감마핵종 분석 → 다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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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재혼합 후 → 20g시료 5개 채취 → 감마핵종 분석

• D-시료=1시간 혼합 → 20g의 시료 10개 채취 → 감마핵종 분석 → 4번 반복

나)산화분말 혼합에 의한 균질도 평가

본 시험은 최종 목 은 연소도 분포가 격히 변하는 좌․우측 역을 포

함하는 체 연료 을 상으로 제조된 체 산화분말의 혼합에 따른 핵분열성물질의

균질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따라서 각 역별로 제조된 혼합 산화분말을 샘 링

하여 각 샘 별로 화학분석을 통하여 핵분열성물질인 U,Pu함량을 구하여 균질도을

평가하여야 한다.그러나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은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화학

분석 시료 이송 에 DFDF핫셀에서 감마스펙을 이용한 세슘 분포도를 측정하여 간

으로 혼합에 따른 균질도 평가를 수행하 다.

표 3.1.3.11은 A,B,C,D시료에 한 혼합 시간에 따른 샘 별 Cs-134,Cs-137

감마핵종 측정 자료를 토 로 구한 표 편차를 정리한 것이다.표의 좌측값이 C-134,

우측 값이 Cs-137측정치이다.

표 3.1.3.11 A/B/C/D시료의 혼합시간에 따른 샘 별 세슘 감마핵종 측정 자료

(A 시료) (B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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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시료)

(D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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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12 A/B/C/D 시료 혼합시간에 따른 샘 별 Cs-137측정 평균값,표 편차

시료

A B C D

상단부 시료 간부 시료 하단부시료 A+B+C혼합

혼합
평균/

표 편차
혼합

평균/

표 편차
혼합

평균/

표 편차
혼합

평균/

표 편차

평균값

표

2시간
256,338/

30,915
2시간

301,458/

71,248
2시간

232,369/

13,649
1시간

142,900/

46,894

4시간
242,516/

5,306
4시간

414,178/

28,611
4시간

232,229/

10,819
2시간

189,885/

25,642

3시간
178,395/

14,645

4시간
190,775/

11,739

표 3.1.3.12에 나타난 바와 같이,혼합시간이 증가할수록 표 편차는 감소하며,평

균값을 기 으로 편차 %는 4시간 혼합시 A 시료는 2%,B시료는 7%,C시료는 4.7

% 이 으며,최종 혼합 산화분말 시료인 D는 6.2%로 보여주었다.이상의 감마 핵종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체 연료 내 사용후핵연료 혼합에 의한 균질도 즉 평균값을

기 으로 편차 %는 4시간 혼합시 약 6%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 으로 화학분석 결과를 통하여 혼합 균질도를 평가하여야 한다.따라

서 아래와 같이 총 14개의 산화분말 시료 (총 무게 13.3gr)를 그림 3.1.3.16과 같이 조

사후시험시설 화학분석 핫셀로 이송하여 U,Pu총량을 구하기 한 화학분석을 수행

이다.

• 하단부(A)시료:3개,2.88g→ ① 0.92g,② 0.99g,③ 0.97g

• 간부(B)시료:3개,2.89g→ ① 0.96g,② 0.99g,③ 0.94g

• 상단부(C)시료:3개,2.78g→ ① 0.95g,② 0.93g,③ 0.90g

• 혼합부(D)시료:5개,4.75g→ ① 0.92g,② 0.92g,③ 0.97g,④ 0.95g,⑤ 0.99g

그림 3.1.3.16 혼합 산화분말 화학분석 시료 이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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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검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공정 에서 가장 핵심 인 공

정인 탈피복-분말화 기술로서,본 공정 기술은 크게 산화에 의한 탈피복-분말화 동시

처리기술과 기계 탈피복후 분말화 복합처리 기술이 있다.본 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핵물질을 효율 으로 회수하기 한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

술 검증을 한 시험 결과를 제시하 는 데,본 기술 항목 먼 수평식 기계 탈

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개발 황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기계 탈피복-분말화 2단계 복합처리 기술 검증 시험을 수행하 는 바,본 기술 검증

주요 시험 결과를 표 3.1.4.1에 종합 정리하 다.

표 3.1.4.1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검증 종합

기계 탈피복-

분말화 복합기술
주요 결과 개선 사항

수평식 기계

탈피복 기술

-연료 (3.8m)을 사 단이 필요없이 10분

이내로 탈피복 가능함을 확인

-핫셀에서 원격 운 ,유지보수를 한 장치

일부 개선사항 도출

-분말화장치

연계시험 필요

-핫셀 추가 시험

필요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

-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기계 탈피

복에 의한 핵연료 회수율은 평균 99.7% 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경우 기계 탈피복

에 의한 핵연료 회수율은 평균 85% 가능,

폐피복 에 부착된 핵물질 회수를 한 분

말화 처리시 핵연료 회수율은 평균 24.5%

가능

-연료 슬리 에 기계 탈피복 방법을

용할 경우 45μm이하 미세분말 분율은 1%

미만임 :Crushing방법은 약 8%

-따라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기

계 탈피복-폐피복 산화 복합처리 기술

용시 사용후핵연료 회수율 99.5% 가능하

다는 기술 검증함

-용량증 방안

도출을 한

추가 시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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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소도별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목 으로,사용후

핵연료 고도 처리 공정 기술개발 연구가 활발히 추진 이며,탈피복-분말화-핵종제

거의 세 가지 목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voloxidation공정 개선에 한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기존 voloxidation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산화를

통한 분말화 습식 용해조 용액의 방사능 감소를 한 트리튬 사 제거에 목 을

두고 있었다.따라서 기존 voloxidation공정조건인 500℃ 산화분 기에서 트리튬 방출

율은 100%인 반면 기타 핵분열기체 방출율은 10% 이하로 낮다.그러나 advanced

voloxidation공정에서는 약 1000℃의 고온 감압(10-1torr)산화조건(향후,오존 등 산

화제 이용)을 이용하여 삼 수소,세슘,요오드,테크네튬 등을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

을 제거할 수 있어 후속 공정인 이로 공정에 유리한 것으로 단하고 있다.표 1은

고도 voloxidation공정 개발과 련하여 지 까지 국내․외 으로 발표한 휘발성/ 휘

발성 핵종 제거율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국내에서는 지 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

여 최 700℃ 범 에서 휘발성 기체(Kr-85,C-14)방출율 자료를 확보하 으나, 휘

발성 핵종 특히 속 침 물로 사용후핵연료내에 존재하는 Ru-Tc-Mo-Rh의 핵종 거

동 평가는 수행하지 못하 다.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핵종들에 한 제거

율 자료가 발표되었지만 주로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 한 시험자료로서,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자료는 무하다.

표 3.2.1 고도 voloxidation공정개발 련,핵종 제거율 국내․외 발표자료 종합

온도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

H-3 Kr-85 C-14 I-129 Cs-137 Tc-99 Ru-103 Rh Te Mo

500℃ ~99% ~15% ~20% ~5% 21% 53% 81% 39% 2% -

700℃ ~95% ~95% ~60% 21% 53% 81% 39% 2% -

950℃ ~100% ~100% ~90% 37% 98% 94% 78% 32% 12%

1,200℃ ~100% ~90% ~90% ~90% ~80% ~9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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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국내 원 에서 방출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

여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Voloxidation)조건에서 고온 열처리 시험을 수행하고,

Ru/Tc/Cs핵종거동을 평가하 으며,본 시험결과는 이로 공정과 연계하여 고온 휘

발성 산화공정의 최 열처리 조건 배기체 처리 시스템의 최 화를 한 기본 자

료로 활용될 것이다.

1.연소도별 휘발성핵종 (Ru,Tc,Mo,Rh,Cs)방출거동 평가

가.핵종 방출거동 시험을 한 핫셀 장치 보완

DFDF핫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종 방출거동 시험은 그림 (6)에 나타

난 바와 같이,voloxidation공정으로부터 휘발성 핵종(C-14Kr-85등)방출거동 뿐만

아니라 tubefurnace 감마스펙을 이용한 휘발성 핵종(Cs등)방출거동 시험을 수

행할 수 있다.특히 tubefurnace이용한 시험시 감마스펙을 이용하여 열처리에 따른

Cs방출 거동을 on-line으로 연속 측정이 가능하고,시료 내 감마핵종 측정도 off-line

으로 가능하다.따라서 collimator를 통한 alignment가 요한 데,본 측정 장치의 탈부

착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시스템의 정확한 포인트 세 이 약간 변경되어 정확한

alignment가 되지 않아,감마스펙 측정 장치의 속 치가 정확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핫셀 작업구역에 치한 속 adaptor고정부에 두께별로 용 와셔를 제작,장착하여

정확한 alignment 포인트 세 을 완료하 다.

(a)DFDF내 핵종 방출거동 시험장치 layout (b)Tubefurnace

그림 3.2.1.1 DFDF핫셀내에 설치된 휘발성/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시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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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 차폐 블록 제작 설치

사용후핵연료 이용 핵종 방출거동 실험 후 열처리한 사용후핵연료 포집된

필터내의 감마핵종 분석시,주변의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감마 방사능을 최

한 차단하고,백그라운드 향을 최소화함으로서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감마스

펙 측정 용 납차폐 블록을 설계,제작하고 이를 핫셀 내에 설치하 다.그림 3.2.1.2

(a),(b)는 사용후핵연료 시료,필터 측정 사진이고,(c)는 필터 상하 치별로 포집된

감마핵종 측정을 하여 일정 두께의 알루미나 을 이용한 측정 치 높이 조 사

진이다.

(a)사용후핵연료 시료 (b)필터 시료 (c)필터 측정 치 조

그림 3.2.1.2 감마핵종 측정을 한 납 차폐 블럭

(2)사용후핵연료 시료 장 용 알루미나 용기 제작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시험은 그림 3.2.1.1(b)의 tubefurnace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데,본 시험을 하여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가열로 내부로 정해진 치

(uniform heatingzone)에 장정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최 40g까지(기존 20g)시

료를 장 할 수 있는 알루미나 용기 치구를 추가로 제작하 다(그림 3.2.1.3참조).

(a)열처리 시료 (b)열처리후 시료 (c)알루미나 용기 장

그림 3.2.1.3 사용후핵연료 장 용 알루미나 용기



-52-

(3)핵종포집 필터 장착용 알루미나 용기 제작

사용후핵연료 고온 voloxidation시 열처리에 따라 방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휘

발성/ 휘발성 핵종을 선택 으로 포집하는 배기체처리 시스템을 그림 3.2.1.4의 개념

을 기 으로 세부과제 1에서 연구 개발 이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세부과제 1과

연계하여 3단계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알루미나 용기를 제작하여 그림 3.2.1.5와 같

이 각 용기별로 5단 (8mm/단)의 필터를 장착하여 핵종 거동 시험 시 사용하 다.

※ 1단 :Fly-ash필터(Cs,Rh)→ 2단 :Ca필터(Ru,Tc,Mo)→ 3단 :AgX필터(I)

그림 3.2.1.4 핵종 포집 시스템 흐름도

`

(a)필터 장착용 Al용기 (b)필터 장착 (c)시험후 인출된 필터

그림 3.2.1.5 핵종 포집용 필터 장착 알루미나 용기

(4)핵종 포집 필터 분리장치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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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열처리 시험 후 핵종 방출거동 평가 자료를 확보하기 해서는

핵종이 포집된 필터의 화학분석이 필요하다.그림 3.2.1.5의 필터 바스켓으로부터 필터

층 별로 화학분석용 시료의 채취하기 해서 필터 분리장치를 제작하여 운 하 다.

AgX를 제외하고 fly-ash Ca필터는 강도가 약하므로 층 입구로부터 순서 로 필

터를 분리,회수하기 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 다.

그림 3.2.1.6 필터 분리 사진

(5)핵종 포집 필터 바스켓 개선

2010년도 제작한 핵종거동 분석을 한 핵종 포집필터 체를 분석한 결과 칼

슘 필터 입구에서 Cs이 어느 정도 검출되었다.이는 필터를 알루미나 튜 에 장착하기

하여 여유 공간을 결과 그 공간으로 방출된 Cs이 2단계 필터인 칼슘 필터에 흘

러들어간 것으로 단하 다.따라서 2011년에는 이를 보정하기 하여 그림 3.2.1.7의

도면과 같이 필터 바스켓을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핫셀 투입후(그림 3.2.1.8참조)실험

에 사용하 으며,그 결과 칼슘 필터에서는 Cs이 검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1.7 제작된 일체형 필터 바스켓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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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제작된 알루미나 바스켓 필터 조립용 치구 사진

2011년도 실험에 사용된 필터는 4세트이며 사용된 필터별 무게를 표 3.2.1.1～

3.2.1.3에 종합 정리하 다.필터의 가장자리는 알루미나 용지를 이용하여 빈 공간을

최 한 막고 실험에 사용하 다.

표 3.2.1.1 핫셀 실험용 1차 필터 공 세부사항 (단 :g)

Filterset
Flyash1 Flyash2 Ca1 Ca2

필터 1 0.902 0.871 0.922 0.907

필터 2 0.896 0.818 0.904 0.957

필터 3 0.903 0.926 0.897 0.884
필터4 0.849 0.932 0.927 0.881

필터5 0.908 0.85 0.927 0.876

Alumina용기 59.671 65.232 65.245 59.734

필터+Alumina

용기
65.168 70.696 70.947 65.403

표 3.2.1.2 핫셀 실험용 2차 필터 공 세부사항 (단 :g)

Filterset

Flyash1 Flyash2 Ca1 Ca2
필터 1 0.914 1.002 0.826 0.880

필터 2 0.856 0.997 0.957 1.005

필터 3 0.876 0.980 0.813 0.872

필터4 0.839 0.878 0.803 0.906
필터5 0.867 0.895 1.031 0.881

Alumina용기 65.930 59.797 59.085 51.908

필터+Alumina

용기
71.792 65.605 64.712 5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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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핫셀 실험용 AgX필터 공 세부사항 (단 :g)

Filterset

용기 +mesh AgX 총 량

필터 1 498.58 17.508 516.088

필터 2 483.881 17.698 501.579

나.연소도별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시험조건 설정

본 과제에서 수행한 핵종 방출거동 시험의 주 목 은 기존 자료가 무한 고연

소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휘발성 핵종(Ru,Tc,Mo,Rh,Cs등)방출율을 확보하고,

아울러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시험 자료를 재검증하는데 있다.이를 하여

IMEFM6핫셀(DFDF)에서 핵종 방출거동 시험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 다.

(1)사용후핵연료 선정 주요 특성

본 시험에서는 표 3.2.1.4에 정리한 ,고연소도 4종류의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하 으며,연료 탈피복후 회수한 fragment형태를 이용하 다.

표 3.2.1.4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시험용 사용후핵연료 특성

연료
평균연소도
(MWd/tU) 연소이력

기
물리 형태

K23-B16 58,000 -울진2호기 :3주기 운 ,'01.5월 방출 Fragment

TRQ43F16 37,000 -고리2호기 :3주기 운 ,'01.5월 방출 Fragment

J502B13 54,930 - 4호기 :3주기 운 ,'05.8월 방출 500℃,산화분말

J44A04 34,785 -고리2호기 :3주기 운 ,'92.5월 방출 500℃,산화분말

(2)사용후핵연료 열처리 시험 조건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시험은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voloxidation)에서 설정

한 핵종 제거율 목표치를 검증하는 주 목 이 있으므로,고온 열처리 조건을 표

3.2.1.5와 같이 설정하 고 이를 그림 3.2.1.9에 도식화하 다.

표 3.2.1.5 사용후핵연료 이용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조건

단계 온도(℃) Holding
시간 (hrs)

분 기 핵종방출 거동 련

1단계 500 5 공기 혹은 산소 속형태 핵종(Ru-Tc-Mo-
Rh-Pd)산화물 형태로 환2단계 700 5 공기 혹은 산소

3단계 1,200 10 알곤,환원분 기
핵종 방출을 한 승온
입자크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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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열처리 시험조건(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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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열처리조건

그림 3.2.1.9 사용후핵연료 이용 휘발성 핵종거동 시험 조건 비교

아울러 핵종 방출거동 시험은 총 8회에 걸쳐 수행하 으며,사용후핵연료 종류,

fragment사용량,기체 분 기,주요 추가 시험내용을 표 3.2.1.6에 종합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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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사용후핵연료 이용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베취별 시험조건

베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Gwd/tU)
기체

사용무게

(gr)
주요 시험 내용

QCFP-1 K23-B16(58) 공기-알곤 26.84
-Kr방출측정,SF열처리 후/필터

내 감마핵종 측정

QCFP-2 K23-B16(58) 산소-알곤 28.26
-SF열처리 후/필터내 감마핵종

측정

QCFP-3 TQ43F1637) 산소-알곤 29.25
-Kr방출측정,SF열처리 후/필터

내 감마핵종 측정

QCFP-4 TQ43F16(37) 공기-알곤 29.84
-SF열처리 후/필터내 감마핵종

측정

QCFP-5 J44A04A(35) 산소-알곤 26.63
-Kr방출측정,SF열처리 후/필터

내 감마핵종 측정

QCFP-6 J502B13A(55) 산소-알곤 25.11
-SF열처리 후/필터내 감마핵종

측정

QCFP-7 J44A04A(35) 공기-알곤 26.69
-Kr방출측정,SF열처리 후/필터

내 감마핵종 측정

QCFP-8 J502B13A(55) 공기-알곤 25.04
-SF열처리 후/필터내 감마핵종

측정

그림 3.2.1.10～ 그림 3.2.1.13은 QCFP-5,6,7,8실험에 사용된 필터 고

온 열처리 후 회수된 시료 사진을 종합한 것이다.

그림 3.2.1.10 고온 산화 실험에 사용된 샘 필터 사진(QCFP-5)

(7)핵종 방출거동 평가를 한 분석 범 :감마스펙 화학분석

사용후핵연료 고온 열처리시 방출된 휘발성 핵종 주로 Ru,Tc,Cs핵종

을 주로 분석 상으로 하 지만,상기 핵종과 함께 방출 가능한 핵종인 Mo,Rh자료

도 일부 확보하 다.핵종 방출율 정량 평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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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으며,각 방법별로 장,단 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 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1.11 고온 산화 실험에 사용된 필터 열처리 시료 사진(QCFP-6)

그림 3.2.1.12 고온 산화 실험에 사용된 필터 열처리 시료 사진(QCFP-7)

그림 3.2.1.13 고온 산화 실험에 사용된 필터 열처리 시료 사진(QCF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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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사용후핵연료 열처리 ·후 시료,각 베취별 핵종 포집 필터

(Fly-ash,Ca필터)

-감마핵종 측정 방법 :핫셀용 감마스펙 이용(그림 10참조)→ SF열처리시

료,필터

-사용후핵연료 열처리 ·후 시료 화학분석 :Ru,Mo,Rh,Cs

※ Tc-99핵종은 I-129와 동일하게 베타 방출 핵종으로서,사용후핵연료내

두 핵종의 정량 분석은 재로서는 힘듬 :화학분석 과 의 결과

-핵종 포집 필터 화학분석 (Ca필터):Tc

※ Ca필터 내 Tc핵종 분석 :필터로부터 Tc을 용해시켜 산소 기체로 처리

하면 TcO4로 환되면서 휘발되며,이를 포집하여 분석함

이상의 세 가지 분석 방법 별로 수행한 주요 내용을 표 5에 종합 정리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사용후핵연료 고온 열처리과정에서 방출된 핵종들은 아래

와 같이 3종류의 필터를 이용하여 순차 으로 핵종을 포집하므로,Tc의 방출 거동은

Ca필터를 분석함으로서 간 으로 평가할 수 있다.

-Fly-ash필터(첫번째 필터):주로 Cs핵종 제거

-Ca필터(두번째 필터):주로 Ru,Mo,Rh,Tc,C-14핵종 제거

-AgX필터(세번째 필터):주로 I핵종 제거

2010년도에는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즉 QCFP-2,3

(58,37GWd/tU,산소분 기)베취의 열처리 ·후 시료만 수행하 다(표 3.2.1.7참조).

표 3.2.1.7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평가를 한 분석 수행내용 종합

분석방법

분석범

분석 핵종
베취명 연소도 기체

SF
시료

Fly-ash
필터 Ca필터

핫셀용
감마스펙

QCFP-1
~

QCFP-4

58
37

공기
산소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Sb-125,Ru-106,
Cs-134,Cs-137

화학분석(I) QCFP-2
QCFP-3

58
37

산소
산소

분석
분석

× × Ru,Mo,Rh,Cs-137

화학분석(II) QCFP-2
QCFP-3

58
37

산소
산소

× × 분석 R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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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소도별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평가

(1)1차 핵종 방출거동 핫셀 시험 종합 분석 (QCFP-1～ QCFP-4)

사용후핵연료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 휘발율 자료는

처리 공정에서 배기체 처리 시스템 설정 이로 공정과 한 연 성을 가지고

있다.

가)사용후핵연료 열처리 ·후 시료 분석 :감마스펙 이용

먼 본 과제에서 설정한 방출 상 휘발성 핵종인 Ru Ru-106은 반

감기 367일의 감마핵종으로서,핫셀용 감마스펙트로메터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열

처리 후 시료를 측정함으로서 핵종 방출율을 정량 으로 구할 수 있다.표 3.2.1.8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열처리 시료와 열처리 후(표 3.2.1.7참조)시료 내 감마

핵종 Ru-106,Cs-134/137의 측정 결과이며,Sb-125도 방출율을 비교하 다.

표 3.2.1.8 감마스펙 이용 휘발성 핵종 방출율 측정 자료(QCFP-1～ 4)

핫셀 내에서 감마핵종 스펙트럼은 1mm 직경의 collimator를 투과된 감마선을

측정하여 얻어지며,이로 인하여 외부 방사선 구역에서 감마핵종 측정 효율은 10-6%

수 으로 매우 낮다.따라서 감마선 에 지 수율이 높은 Cs핵종의 자료는 측정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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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더라도 신뢰도가 높으나,Ru-103,Rh-106은 에 지 수율이 낮으므로 본 과제에서는

측정 시간을 20시간으로 하여 측정 자료 신뢰도를 어느 정도 높 지만 Cs핵종만큼

측정 신뢰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표 3.2.1.11의 감마핵종 측정 결과를 종

합하면 다음과 같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종 방출율이 연소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체 분 기의 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산소 기체로 고온 열처리할 경우 휘발성 핵종(Ru,Cs)방출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Ru-106방출율은 25% ～ 48% 범 으며,평균 방출율은 약 30%이었다.

-Cs방출율은 84% ～ 94% 범 로 평균 89%이고,Cs-134/Cs-137의 방출율은

유사하 다.

나)핵종 포집 필터 분석

Ru핵종 방출율은 사용후핵연료 측정뿐만 아니라 Ca필터(Mo,Ru,Rh,

Tc,C-14포집 가능)를 측정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표 3.2.1.9-(a)는 fly-ash필터에

포집된 Cs핵종의 필터 치별 측정 결과로서 3회 측정 평균값인데, 체 으로 필터

입구부분에서 출구로 갈수록 Cs방사능이 감소하 지만 출구 부근에서도 Cs이 검출되

었다.이는 필터를 알루미나 바스켓에 장착시 tubefurnace내 기체 흐름을 주기 하

여 필터 테두리에 약간 여유 공간을 두었기 때문에 방출된 Cs일부분이 필터보다는

틈새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이 결과는 표 3.2.1.9-(b)의 필터 바스켓으로부터 분리된

Ca필터 측정 결과를 보면 명확해지며, 체 으로 800℃로 운 된 Ca필터내에 Cs이

응축된 것으로 단되며,이로 인하여 Ca필터로부터 Ru방출량을 간 으로 구하기

가 힘들었다.

다)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 결과 분석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시료 총 4개(QCFP-2,QCFP-3,열처리 ·후

시료)를 화학분석 의뢰하 으며,분석 상 핵종은 휘발성 핵종인 Ru,Cs,Mo,Rh

이었다.핵종 분석방법은 시료 용해 후 희석용액을 감마스펙트로메터로 측정하고

(Cs-137),용액 분리 후 ICP-AES로 다른 핵종 (Ru,Mo,Rh)을 측정하 다.표

3.2.1.10은 연소도 58GWd/tU (K23-B16)사용후핵연료 시료(QCFP-2베취)에 한

Ru,Cs-137,Mo,Rh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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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9 핵종 포집된 필터의 감마스펙 이용 휘발성 핵종 방출율 측정 자료

(a)Fly-ash필터(QCFP-3) (b)Ca필터 분리후 측정

표 3.2.1.10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58GWd/tU)고온 열처리 ·후(QCFP-2)

화학분석 결과

시료
무게

(g)
Ru(ug/g) Cs-137(Bq/g) Mo(ug/g) Rh(ug/g)

열처리 1.06 4,066±104 4.4497E+9±1.7127E+8 4,672±166 508±8

열처리후 1.01 <30 2.6592E+8±1.0413E+7 2,030±38 <30

방출율 (%) ~99% 94% 56% ~94%

-Ru핵종 :화학분석 결과로 보면 거의 량이 제거된 것으로 단되지만,Ru는

난용해성 핵종으로 용해 후 불용성 잔류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방

출율을 구하여야 함

-Cs핵종 :제거율 94% 로서 기존 방출율 자료와 유사함

-Mo,Rh핵종 :Ru과 유사하게 난용해성 핵종,방출율은 Mo(54%),Rh(～94%)

표 3.2.1.11핫셀용 감마스펙 측정 자료와 화학분석 결과 비교 :Cs,Ru

베취
연소도-기체

(GWd/tU)

Cs제거율 Ru제거율

핫셀감마측정 화학분석 핫셀감마측정 화학분석

QCFP-1 58-공기 86% - 27%

QCFP-2 58-산소 84% 94% 18% ~99%

QCFP-3 37-산소 94% 분석 48%

QCFP-4 37-공기 9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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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필터 화학분석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열처리 과정에서 방출 가능한 Ru,,Tc핵종 방출

거동을 정성 으로 평가하기 하여 Ca필터 시료를 표 3.2.1.12와 같이 총 20개 화학

분석 의뢰하 으며,필터내 포집된 Ru,Tc핵종 포집량을 분석을 시도하 으나,Cs함

유량이 높아 분석 결과를 얻기 힘들었다.

표 3.2.1.12 화학분석 의뢰한 Ca필터 특성

작업명 No. 시료 ID 무게(gr) 작업명 No. 시료 ID 무게(gr)

QCFP-1

1 C1-1 0.95

QCFP-2

1 C2-1 0.98

2 C1-2 0.95 2 C2-2 0.93

3 C1-3 0.99 3 C2-3 0.88
4 C1-4 0.93 4 C2-4 1.00

5 C1-5 0.78 5 C2-5 0.86

QCFP-3

1 C3-1 0.92

QCFP-4

1 C4-1 0.94
2 C3-2 0.98 2 C4-2 0.98

3 C3-3 0.90 3 C4-3 0.99

4 C3-4 0.90 4 C4-4 0.95
5 C3-5 0.88 5 C4-5 0.86

(2)2차 핵종 방출거동 핫셀 시험 종합 분석 (QCFP-5～ QCFP-8)

1차년도와 유사한 연소도를 가지는 J502B13(연소도 :55.9GWd/tU),J44A04

(연소도 :34.7GWd/tU)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으로부터 핵

분열생성물 휘발 거동 2차 핫셀 시험을 수행하 다.

가)사용후핵연료 열처리 ·후 시료 분석 :감마스펙 이용

1차년도와 동일하게 핫셀용 감마스펙트로메터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열

처리 후 시료를 측정함으로서 핵종 방출율을 정량 으로 구할 수 있다.표 3.2.1.13

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열처리 시료와 열처리 후 시료 내 감마핵종

Ru-106,Cs-134/137의 측정 결과이며,Sb-125도 방출율을 비교하 다.표 3.2.1.11의

감마핵종 측정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휘발성 핵종 방출율이 연소도와 거의 무 하 다

-기체 분 기의 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Ru-106방출율은 64% ～ 79% 범 으며,평균 방출율은 약 70%로서 1차 시

험 결과인 평균 30%에서 약 40% 더 높았다.

-Cs-134방출율은 85% ～ 94% 범 로 평균 91%,Cs-137방출율은 82% ～



-64-

86% 범 로 평균 84%이고,Cs-134방출율이 Cs-137보다 높게 나타났다.종합

으로 Cs방출율은 약 87%이었다.

표 3.2.1.13 감마스펙 이용 휘발성 핵종 방출율 측정 자료 (QCFP-5～8)

나)핵종 포집 필터 분석

Cs핵종 방출율은 사용후핵연료 측정뿐만 아니라 fly-ash필터를 측정함으

로서 구할 수 있다.표 3.2.1.14는 fly-ash필터에 포집된 Cs핵종의 필터 치별 측정

결과이다. 체 으로 필터 입구부분에서 출구로 갈수록 Cs방사능이 감소하 지만 출

구 부근에서는 background수 의 Cs이 검출되었다.이는 개선된 필터 바스켓을 사용

함으로서 방출된 Cs이 부분 fly-ash필터에 포집된 것으로 보인다. 한 방출된 Cs

이 Tc과 반응할 경우 높은 증기압으로 인하여 AgX 필터에서 응축되어 Cs이 검출된

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다.따라서 AgX필터내 Cs검출여부를 측정하 으

며 이를 표 3.2.1.15에 정리하 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s이 미미하게 검출되어 방

출된 Cs과 Tc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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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4 감마스펙 이용 Fly-ash필터내 Cs핵종 포집 측정 자료

표 3.2.1.15 감마스펙 이용 AgX필터내 Cs핵종 포집 측정 자료

다)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 결과 분석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시료 총 4개(QCFP-5,QCFP-6,열처리 ·후

시료)를 화학분석 시료를 재 이송 비 이며,분석 상 핵종은 휘발성 핵종인

Ru,Cs,Mo,Rh이다.핵종 분석방법은 시료 용해 후 희석용액을 감마스펙트로메터로

측정하고(Cs-137),용액 분리 후 ICP-AES로 다른 핵종 (Ru,Mo,Rh)을 측정한다.

2.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은 핵종 제거뿐만 아니라 이로 해환원 공정에 합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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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물질 즉 1mm 이상 그래뉼을 제조하는 것이 주 목 이다.입도제어 주요 변수는 온

도,열처리 분 기,로터리 킬른 회 수 등이 있는 데,본 과제에서는 실제 사용후핵연

료를 이용하여 회 이 없는 상태에서 고온 열처리(1,200℃,10시간,알곤 분 기)에

따른 분말 입자성장 특성을 평가하 다.

일반 으로 SEM 등의 기기를 이용한 분말 형상을 분석하거나 sieve를 이용한 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재 핫셀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취 분석이 한계가 있으므로,

약간의 오차는 수반되지만 상호 특성 비교는 가능하므로,고연소도 연소도 사용

후핵연료로부터 제조된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sieve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ASTM B214-86( 속 분말의 sieve분석)에 제시된 분석 차에 하여 15분간 교반

과 동시에 진동을 주고 US표 mesh50,70,100,200,400를 사용하여 분말 입자 분

포 특성을 분석하 다.분말 입자특성 평가 시험은 아래와 같은 열처리 시료를 이용하

여 수행하 다.

-QCFP-1:K23-B16(연소도 58GWd/tU),공기 분 기,26.81g

-QCFP-2:K23-B16(연소도 58GWd/tU),산소 분 기,27.04g

-QCFP-3:TRQ43F16(연소도 37GWd/tU),산소 분 기,27.66g

3종류의 시료를 사용하여 입자 분포도를 측정하 으며,종류별 분말의 입도 분

포를 측정하기 하여 그림 3.2.2.1과 같이 300μm(#50),200μm(#70),150μm(#100),70μ

m(#200),40μm(#400)와 같은 5가지 크기 종류의 체(sieve)를 장착한 입도 분포 측정

장비(vibrationsieving)를 이용하여 각각 15분씩 가동하여 분말의 입자특성 평가 시험

을 하 다.

(a)입도분포 측정장비 (b)150μm(#100)sieve (c)바닥용기

그림 3.2.2.1 입자 분포 측정을 한 핫셀 시험 사진

3.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성장 특성 평가

표 3.2.3.1은 표 3.2.1.6에 제시한 사용후핵연료 이용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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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후 각 베취별 열처리 분말의 입자 분포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참고 으로

연소도 65GWd/tU(K23-M03)사용후핵연료를 500℃에서 산화처리한 분말의 입자분

포 자료를 비교하 다.

반 으로 분말 입자 크기는 70μm 이상의 분말이 71% ～ 74%로서 500℃ 산

화분말(40μm 이하 분말 :약 98%)에 비하여 입자 크기는 약간 증가하 지만 체

으로 미세 입자(70μm 이하)가 약 30% 정도 분포하 다.지 까지 수행한 사용후핵연

료 이용한 분말 입자 크기 특성을 종합하면,산화 분말(1차 산화후 미산화 분말 링-

혼합 분말)은 부분 40㎛ 이하가 부분인 반면,OREOX 분말 입자는 70㎛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입자 크기 분포는 연소도에 무 한 것으로 나

타났다.INL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500℃에서 제조한 산화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sieve법에 의하여 측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산화 분말 입자는 35㎛가 92%이

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그러나 SIMFUEL를 이용하

여 측정한 OREOX분말 입자크기는 산화 분말보다 입자 크기가 더 은 것으로 알려

져 있는 바,본 측정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자체의 특성이 SIMUEL과 다르거나 혹은

OREOX분말이 라멜라 층을 형성하는 입자 특성으로 인하여 sieve법으로 측정할 경우

산화 분말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표 3.2.3.1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분포 측정 자료

입도 크기,μm
비율 (%)

QCFP-1 QCFP-2 QCFP-3 산화분말(500℃)1)

300 1.3 1.0 1.1 0.1

200 1.3 1.1 1.5 0.1
150 2.2 2.0 4.8 0.2

70 68.2 66.3 67.0 1.2

40 13.0 10.9 10.6 6.8

바닥용기 14.0 18.7 15.0 91.6
Total 100 100 100 100

1)
:연소도 65GWd/tU(K23-M03)사용후핵연료 500℃ 산화처리 분말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입자 크기 분포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분말의 유동도 측정을 직 측정은 못하 지만 취 시 나타난 특성으로는 분말의 유

동도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이상과 같이 고온으로 단순 열처리할

경우 상한 바와 같이 입자 성장은 어려우며 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핫셀 시

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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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사용후핵연료 검증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 개발 비 개념설계

1.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도출

가.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공정 개발 필요성 분석

(1)사용후핵연료 습식 건식 처리공정 특성

선진 원자력 국가들의 후행 핵주기 처리 공정기술은 핵투명성에 기반을 둔

민감 기술로 자체 기술 확보를 해 처리기술을 자국에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후행핵주기료 처리 공정의 기술 확보와 기술 선 을 한 기반

을 다지고,단계 으로 처리 공정기술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 한 습식방법과 건

식방법에 모두 용될 수 있는 범용 인 기술,즉 최근 원자로의 경제성 향상을 한

성능 개선 신형 핵연료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발 소의 핵연료 연소도가 계속 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 특성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사용후핵

연료 리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지만 궁극 으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여러 형태의 집합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처리기술

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 상용화된 사용후핵연료 습식처리를 한 처리공정은 그러진 연료

이 포함된 집합체 체를 질산에 녹이는 방식이다. 랑스의 재처리 시설인 UP3시설

에서는 습식처리를 하는 부분의 국가들처럼 사용후핵연료를 단방식(shearing

machine)으로 단하며, 단된 사용후핵연료를 질산용액으로 용해시켜 핵물질을 회수

하고 있다.이러한 단방식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한 후, 단 로 단

하는 방법과 집합체 체를 단하는 방법이 있은데,습식 재처리의 경우 일반 으로

후자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여건상 사용후핵연료 습식 공정은 고

려하지 않고 있으며,집합체 구조물까지 포함한 연료 을 건식 처리할 경우 고

폐기물 발생량이 더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건식 공정에 합한 처리 기술개발은

필수 이다.따라서 고 폐기물 발생량 감화 운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림

3.3.1.1과 같이 건식 처리 공정 흐름도를 설정하 다.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의 첫

번째 단계는 약 4m 길이의 집합체를 해체하여 탈피복 공정에 합하도록 일정한 길

이로 핵연료 을 단하는 과정으로 집합체 해체,연료 인출, 단공정(기계 처리

공정),탈피복,분말혼합 공정으로 구성된다. 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방사능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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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으므로 콘크리트로 차폐된 핫셀에서 내부 크 인 원격 조작기(manipulator)를

이용하여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즉 집합체 구조물 해체 후 연료 인출방식을

건식공정 개념에 맞추어 개발 되어야 한다.아울러 연료 단 후 건식 탈피복 공정

은 기계식과 산화 탈피복이 있으며,기계식 탈피복을 수행하거나 산화 탈피복 반응효

율을 높이기 해서 사용후핵연료 단면의 원형도가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건식 이로 공정은 아직 공학규모 단계에 이르지 않고 실험실규모이므로,건식

처리공정 기술,특히 연료 인출기술 개념이 고려된 처리 공정기술은 진보성과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다.

그림 3.3.1.1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공정 흐름도

(2)폐기물 발생량 사용후핵연료 검증을 통한 건식 처리공정 개발 필요성

기존의 습식 공정을 이용할 경우 연료 집합체 체를 단하여 처리하기 때문

에, 폐기물인 집합체 구조체가 고 폐기물로 변하게 된다.이에 따라,하

루에 3.3개의 집합체를 처리할 경우 10년간 발생하는 고 폐기물의 양은 그림

3.3.1.2에 나타낸 것처럼 2,889m3에 이르게 된다. 처리 공정장치의 상 수명인 30년

간 운 할 경우 총 발생 폐기물 양이 8,667m3에 이르게 된다.반면,건식 공정을 이용

할 경우,연료 집합체 해체 작업을 통해 집합체의 구조체가 오염 없이 분리되기 때문

에 고 폐기물의 양이 격히 어들게 된다.즉,습식 공정에서는 고 폐기물

로 처리되던 구조체가 건식 공정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반 이하로 어들게 된다.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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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동일한 양의 연료집합체를 처리하 다고 가정할 경우 10년간 발생하는 고

폐기물 양이 2,889m
3
에서 건식 공정 도입을 통해 1,321m

3
로 어든다. 한 30년간

운 할 경우 습식의 경우 8,667m
3
던 폐기물의 양이 3,963m

3
로 어드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a)이차원 (b)삼차원

그림 3.3.1.2 건식 처리공정과 습식 처리공정의 고 폐기물 발생 상량

이로 주공정인 해환원 정련공정 개발과의 균형 기술개발을 해서라

도 처리 공정은 필수 이다. 한 건식공정의 처리 단 공정 개발은 방사선

취 하는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기계 근방법 물론 방사선 차폐와

내방사선 물질,원격유지보수,원격운 ,제염 등의 복합 이고 다차원 인 개발이 고

려되어야한다.취 상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건식 처리공정 기술개발 시

요한 사항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연소도이며,본 과제에서는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시험 검증을 통하여 건식 처리공정의 비 개념 설정 방안을 분석하 다.한

로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탈피복 시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연소도 35,000～60,000MWd/tU 범 에서 산화 온도 500～ 700℃,산화 시간

10～ 20시간 산화시킬 경우 체 으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탈피복율은

감소하 다.산화온도 500℃, 길이 30mm 조건에서 50,000MWd/tU 이상 사용후

핵연료 산화 탈피복율은 약 30%이하이지만 연소도 40,000MWd/tU이하에서 산화 탈

피복율은 80% 이상이었고,특히 길이 70mm 시편의 경우 500℃에서 산화시킬 경우

탈피복율은 30% 이하로 연소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산화

탈피복에 의한 핵물질을 99%이상 회수 할 수 있는 정 공정조건은 연료 길이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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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이하가 필수 이며,처리 효율의 증 를 해서는 회 로 운 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 다.이상과 같이,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검증 시험을 통하여 효율 인

핵물질 회수를 한 건식 처리공정,즉 집합체 해체부터 연료 인출, 단 공정을

원격으로 운 하고 최 화할 수 있는 개념설계가 필수 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처

리 공정의 개념 설계를 하여 핫셀 내 사용후 핵연료의 연소도별 핫셀 탈피복 실험

결과들을 처리 공정장치의 비개념 설계에 반 하 다.

나.집합체 해체,연료 인출, 단방식 평가

처리 단 공정 집합체 해체,연료 인출, 단공정은 기계 처리공정으

로 요소부풍에 해 기계 특성과 방사선 환경 향평가를 고려하 으며,단 공정별

분석을 수행하고 성능요건을 도출하 다.

(1)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방식 분석

(가)축 수직 블 이드 단(radialbladecutting)방식 (그림 3.3.1.3참조)

단장치 공정에서는 연료 인출공정 에 상단 하단 하부노즐(bottom

nozzle)제거하는데, 단 방법은 회 식 톱(cutoff-type)방식으로 하단 하부노즐 제거

에 한 단 방법을 결정하기 한 분석을 수행하 다.회 톱 방식은 PWR

B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단 검증 시험이 수행되었고, 단 속도가 빠르며,유지

보수가 용이한 장 이 있다.이 방법은 WSMP(WestinghouseSpecialtyMetalsPlant)

에서 지르칼로이 의 단 작업에 사용되었으며,톱날은 고속 연마 다이아몬드 단

바퀴 혹은 카바이드 코 된 속 단 날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장치 부 설계에는 2

개의 톱 장치가 장착되며,핵연료 집합체 당 약 5분 정도 공정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

다 ( 략 15% 생산성 향상).본 방법은 안내 (grid)스 링이 느슨해지거나 연료 들

이 늘어나 연료 이 바닥 노즐과 닿게 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P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경우 연료 끝이 상부 노즐과 날 두께 보다 가깝게 있을 때는 연료 단

을 진행하지 않는다.왜냐하면,이러한 상황에서 연료 상부 노즐을 단하게 되면

연료 압력 포트의 씰(seal)용 을 손하여 연료 으로부터 기체 생성물이 방출되

기 때문에 미리 핫셀 내의 시각 검사를 통해 연료 이 상부 노즐과 닿아 있는지를 확

인하게 된다.연료 이 상부 노즐과 무 가깝게 있는 경우 연료 집합체는 다시 장

소로 옮겨지게 되며 외부로 이송된다.다른 방법으로는 연료 집합체의 하부노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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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 연료 의 하단을 이용할 수 있다.원격 조작기를 이용하면 상부 하부노즐에 닿

아있는 연료 을 확인하여 하단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상부 하부노즐 제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상부 하부노즐을 제거한 후 연료 추출 재 정렬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3.3.1.3 축 수직 블 이드 단 시스템

(radialcuttingsystem)

(나)축 방향 단순 단(axialsinglecutting)방식

축 방향 단순 단 방식을 이용하여 PWR하부노즐 제거 방법은 다음과 같

다.테이블이 노즐 제거 치에 놓이고 핀에 의해 하부노즐 부에 고정시키고,하부노

즐 고정체(fixture)와 튜 커터는 회 하여 치를 맞춘 뒤 첫 번째 연료 집합체와

하게 되고,고정체는 하부노즐 에 놓이고 클램 가 작동하게 된다.그림 3.3.1.4와

같이 상용 싱 회 (single-revolution)튜 커터가 택 용 부 바로 에서부터 상부

격자 공간부까지 각각의 안내 을 잘라낸다.튜 커터는 공구 작동시스템(toolplate

motionsystem)에 의해 각각의 안내 을 단할 수 있는 치로 이동된다.안내 의

치는 연료 추출을 수행할 모든 종류의 연료 집합체 종류에 해 미리 로그램

(program)해 둠으로써 이용이 가능하다.커터가 집합체의 마지막 안내 을 단하고

나면 하부노즐은 노즐용기 에 놓이게 된다. 하부노즐은 집합체 골격체

(non-fuel-bearingcomponents-NFBC)와 함께 재배열을 해 연료 취 크 인의 그리

퍼 집게에 의해 운반될 때까지 노즐용기 에 남아있게 된다.이후 단작업이 나머지

연료 집합체에 동일하게 작동하게 된다. 단 평면 는 안내 단을 해 하부노즐

의 쪽에서 최소 약 0.5인치 아래에 치하게 되는데,이를 통해 연료 들이 추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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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당김 공구)에 의해 잡힐 수 있도록 해 다.이 게 해서 PWR연료 집합체가 연

료 제거를 한 비를 마치게 된다.

그림 3.3.1.4 축 방향 단순 단 시스템

(axialsinglecuttingsystem)

(다)축 방향 다 단(axialmulticutting)방식

시스템은 회 툴 모듈과 엔드 고정체(endmillfixture)의 2개 모듈이

장착되어 있고,회 툴 모듈은 모든 종류의 PWR 연료에서 상부 노즐을 제거할 수

있으며,엔드 고정체는 모든 종류의 BWR연료로부터 상부 노즐을 제거할 수 있다.

상부 하부의 각각의 축 방향 다 단 시스템들은 연료 집합체의 수직 수평

치제어(positioning)가 가능하고, 단 조업 연료 의 지지 역할을 하며,노즐

처리 기능도 제공한다. 한,상부 축 방향 다 단 시스템의 경우 스 링의 제거

기능도 수행한다.

(라)축 수직 방향 다 단(radialmulticutting)방식

본 방식은 틸 (tilting)장치를 수평 치로 이동시켜 연료 집합체를 이송 테

이블 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틸 장치가 기 수직 치로 되돌아가고 나면 이송

테이블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여 하부노즐 제거 부(station)쪽으로 오게 된다.상부

하부노즐이 따로 제거되게 되며 하부노즐을 먼 제거하고 (그림 3.3.1.5참조).하

부노즐을 러서 트와 하부노즐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한 뒤,8개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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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 상부 하부노즐과 만나는 지 에서 동시에 수직 단하여 제거한다. 단 공정

동안 스 링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된다.하부노즐의 경우에는 단 과정 에 연

료 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 해 연료 사이에 콤 (comb)가 삽입된 후에 8개의 안

내 을 하부노즐의 안쪽 면에서 동시에 단하여 제거하게 된다.

그림 3.3.1.5 축 수직 방향 다 단 시스템 (radialmulticuttingsystem)

(마)경사방향 다 단(slantmulticutting)방식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경우, 쪽의 안내 인스트루먼트

(instrumenttube)이 다 날 단 헤드를 이용해 안에서 바깥으로 단되고 상부노즐

토막은 NFBC컨테이 (container)로 제거되며,집합체 나머지 부분은 연료 추출 부

(station)로 이송될 비를 마치게 된다.본 공정은 상부 하부노즐을 연료 집합체로부

터 분리해내는 2개의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각각의 공정은 연료 집합체가

틸 (tilting)장치에 클램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된다(그림 3.3.1.6참조).

  인스트루먼트 을 상부 하부노즐 기 (baseplate)와 만나는 지 에서

드릴링(drilling)하여 다 날 단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다.

  다 날 단기는 충분히 멀리 삽입하여 모든 안내 과 인스트루먼트

을 동시에 단한다.이 때,격자(grid)는 상부 하부노즐에 일부 단튜

(cuttube)와 함께 붙어 있는 상태로,하부노즐과 함께 제거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퍼(gripper)가 연료 에 보다 용이하게 근할 수 있게

된다. 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질소가 지속 으로 공 된다.

단 작업이 종료되면,연료 집합체는 수평으로 놓여져 하부노즐 제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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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게 된다.이 장치에는 사이드 일(siderail)을 따라 이동하며 2개의 죠(jaw)가

있는 그래 (grapple)을 운반하는 카트가 있다.이 카트는 하부노즐에 할 때까지

죠를 연 채로 앞으로 움직인다.그래 을 하부노즐에 고정시키고 나면,구동기가 후진

하여 하부노즐을 당기게 된다.하부노즐이 3/4인치만큼 당겨지고 나면,안내 이 단

된 자리에 일련의 수직 콤 (comb)가 다발에 놓이게 된다.콤 의 이(teeth)는 3mm

두께로 되어있다.콤 는 모든 안내 이 단 되었는지 확인해주게 되는데,이는 안내

과 주 의 연료 사이의 공간이 1mm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기 구동기에 의해

잡히고 나면,콤 가 연료 들을 고정시켜 하부노즐과 함께 당겨지는 것을 막아 다.

카트는 계속 뒤로 이동하여 하부노즐을 완 히 제거하게 된다.끝까지 이동하고 나면,

역순으로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우선 죠를 열고 하부노즐이 빠져 나오게 되며,카트

는 다시 앞으로 나가고, 기상태로 비한다.

그림 3.3.1.6 경사 방향 다 단 시스템

(2)연료 인출 방식 분석

(가)연료 인출방식 타당성 분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서 핵연료 인출방식 타당성 분석을 하여 먼

집합체 상태로 단하는 경우와 인출 을 다 인출한 후 집연료 을 단할 경우

의 단 연료 원형도와 단력을 비교하 다.이는 단 연료 의 기계 탈피복을

고려했을 때 연료 의 단 단면의 형상이 원형도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원형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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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충족하는지와 연료 을 단했을 경우 집합체 단과 인출 후 집연료 의

소요되는 경제 인 단력을 비교하기 해서이다.집합체 단과 인출 후 집연료

단의 원형도와 단력 비교 결과,그림 22에 도식한 바와 같이,집합체 단 보다

인출 후 집연료 단방식이 단 힘이 효율 이고 단 연료 (Rod-cuts)의 원형

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집합체 단과 연료 인출 후 집연료 단의

장단 을 표 13에 비교하 다.

그림 3.3.1.7 연료 인출 후 집연료 단

표 3.3.1.1 집합체 단과 인출 후 집연료 단의 장단 비교

내용 집합체 단 인출 후 집연료 단

장

- 신속한 단으로 운 시간이 감소됨 - 연료 단면원형도 유지로

후속공정에 공정효율을 높여

- 집합체의 효율 보

리를 한 국내

집⦁ 장기술에 활용성이 큼

단

- 그러진 연료 형상 때문에 후속공정의

효율이 하됨

- 그리드 부분의 단이 어려움

- 그리드, 안내 이 후속공정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장치가 커져야함

- 그리드, 안내 의 제염공정이 추가로

필요함

- 재염공정에 의한 방사선 폐기물 량이

증가됨

- 공정이 추가됨

- 인출에 의한 운 시간이

늘어남

- 건식공정에서 용량 인출을

한 선진기술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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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료 인출을 한 인식방법 비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연료 을 인출하는 기술로 카메라 상처리방

식인 비 방식(VISION)과 기계 구조로 이루어진 기계식 연료 인출방식(JIG)을 비

교하 다(그림 3.3.1.8참조).표 3.3.1.2에서 보면 비 방식이 집합체 종류별로 인출할

수 있는 포 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다 연료 인출 시 연료 간의 간격이 작

으므로 콜릿(collet)부분의 설계가 어려움이 있으며,정 한 제어방식이 요구되는 센서

등이 방사선환경에서 취약하다.그러나 비 방식 보다 기계식 연료 인출방식이 구조

으로 간단하고 방사선환경에서 고장률이 다. 한 다 연료 을 인출할 때 연료

들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단순하다.따라서 기계식 연료 인출방식이 비 방식보

다 연료 인출방식으로 양호하다.

<VISION방식> <JIG방식>

그림 3.3.1.8 연료 인출방법 비교

표 3.3.1.2 연료 인출을 한 비 방식과 지그방식의 비교

내용 VISION 방식( 상처리) JIG 방식(기계식)

장

- 노트 소켓은 내구성으로 교체주기가 길음

- 집합체 종류별로 인출할 수 있는 포 인

기능을 가짐

- 비정상 연료 발생 시 다른 툴과 함께 인출

등의 취 이 가능함

- 단순한 기계 방법에 의한 인출로 구조가 간단함

- 기계 구조특성으로 고장률이 낮음

- 방사선환경에서 차폐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메커니즘이 차지하는 공간이 작음

- 다 연료 을 인출할 때 연료 들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단순함.

단

- 정 한 제어방식이 요구됨

- 센서 등이 방사선환경에서 취약함.

- 방사선 차폐구조재가 요소별로 많이 필요함

- 장치의 고장률이 높음

- 고감도 내방사선 카메라가 요구됨

-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이 큼

- 다 연료 인출 시 연료 간의 간격이

작으므로 콜릿(Collet) 부분의 설계가 어려움

- 지그를 일정한 주기로 교체하여야 함

- 집합체별로 지그를 제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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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용후핵연료 그립핑 방식 분석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로 로세스(Pyro-process)

공정의 처리를 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집합체 해체,연료 인출,그리고 인출연

료 을 단 하는 기계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일반 으로 처리공정은 습식방

식 과 건식방식에 따라 연료 의 인출유무가 결정된다.건식공정인 이로 공정은 기

계 처리의 후속공정과 연계하여 효율 인 인출방식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따라

서 본 연구는 고효율 처리공정의 설계를 해서 사용후핵연료 인출에 한 그립

핑(griping)방식의 타당성을 분석하 다.이를 해서 롤러(roller),콜릿 (collet), 수직

죠(jaw),그리고 수평 죠 등,다양한 인출방식을 분석하 다.분석결과,모든 형태의

핵연료 을 취 할 수 있고,고효율 추출 성능을 가진 수평 죠 방식이 선정되었다.

PWR사용후 핵연료 그리핑 방식의 분석을 통하여 상기 분석결과들은 사용후핵연

료 핵연료주기 건식공정의 처리 공정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롤러(roller)방식

집합체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들은 그림 9와 같이 추출 테이블 앞쪽에

있는 롤러에 의해 연료 다발로부터 당겨져 나오게 된다.이 때,롤러와 연료 의

력은 공기 실린더 방식으로 조 된다. 기 치에서는 아래 롤러가 1인치가량 떨

어져 있는데,연료 한 열이 롤러 쪽으로 오게 되면 실린더가 작동하여 쪽 롤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연료 과 닿게 된다.이 게 되면 연료 들이 두 롤러사이에 착

하게 되고, 기 모터를 이용해 롤러를 회 시켜 주면 연료 들이 연료다발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롤러들은 연료 에 동일한 힘을 가하기 하여 탄성 소재를 이용한다.

그림 3.3.1.9 사용후핵연 인출을 한 롤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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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릿 (collet)방식

상,하부 노즐를 제거한 후,컨트롤 로그램에 의해 시각 으로 상,하

부 노즐이 제 로 제거되고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집합체 테이블

이 연료 추출장치로 회 하고 핵연료 집합체가 연료 제거를 해 치

하게 된다.이후 연료 그리핑 툴(collet)이 자동으로 연료 으로 근하

게 된다.그리퍼가 연료 에 다가가게 되면,그리퍼의 근 센서가 핵연료

집합체에서 가장 튀어나온 연료 을 감지한다.그러면 그리퍼 리드 스쿠

루가 연료 을 잡기에 합한 거리로 그리퍼를 유도하고,튀어나온 연료

들은 해당 그리퍼의 바닥에 최 한 가까이 놓이게 된다.이후 그리퍼의

콜릿 드라이 가 작동하여 수평 열의 모든 연료 들을 잡게 된다.연료

그리핑 툴이 작동하면서 그림 3.3.1.10에서 보는 것처럼 추출 콜릿에 의해

연료 들이 제거되기 시작한다.

그림 3.3.1.10. 사용후핵연 인출을 한 콜릿 방식

  수직 죠 (verticaljaw)방식

추출헤드 드라이 는 DC서보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수평 볼 스크루를

갖는다.스크루의 볼 트는 캐리지(carriage)에 부착되어 있다.스크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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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하면,회 방향에 따라 캐리지가 앞-뒤로 이동하게 된다.추출헤드

는 볼 스크루 아래에서 캐리지에 장착되어 있다.그림 11과 같이 수직죠

는 스 링이 들어있어서 열린 상태로 되어 있다가, 쪽 죠에 붙어 있는

캠을 통해 웨지를 움직여서 닫히도록 되어있다.이 때, 쪽 죠만 움직인

다.죠가 닫히도록 힘을 가해주는 웨지는 DC기어드 모터에 의해 구동되

는 볼 스크루에 의해 포지션닝(positioning)되는 캐리지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캐리지는 3개 혹은 4개의 웨지를 치 제어한다.추출헤드는 연료

이 집합체로부터 빠져나올 때까지 당기게 되며, 졸버 신호(resolver

signal)을 통해 제어되고, 죠가 열리게 되면 근 스 치가 개폐 치를

확인해 다.

그림 3.3.1.11  사용후핵연 인출을 한 수직 죠 방식

  수평죠 (horizontaljaw)방식

수평 그리핑이 연료 치에 도달하게 되면 연료 들은 마침내 수평

그리핑 죠에 삽입되게 된다 (그림 3.3.1.12).수평 그리핑에는 수평 죠 다

발이 있어서 각 연료 이 2개의 수평 죠 사이와 고정된 벽에 의해 잡힌

다.즉 유압이 연료 집합체의 가장자리에서 가해져 각 연료 들이 잡히면,

수평 그리핑은 기계 으로 고정되어 연료 추출 작업을 한 비를 하

게 된다.

피스톤 헤드에 가해진 힘은 수평 그리핑 죠에 수평 방향으로 달된다.

스 링 와셔가 압축되고 나면,사다리 형태의 수평 그리핑 죠가 각 의

연료 을 압박하여 모든 수평 죠가 단단히 되도록 한다.이 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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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실린더는 기계 잠 등 자(jaw)를 꽉 른다.이 게 되면 모든 연

료 들이 수평 그리핑에 단단히 고정되고 기계 으로 안 하게 된다.수

평 그리핑 작업을 통해 모든 연료 들이 각각의 쪽 끝에서 수평 그리핑

에 고정되게 되면 수평 그리핑은 트 버싱(traversing)카트에 장착되어

있고 카트가 뒤로 이동하면 연료 을 당기게 된다.

CORRIDORS

CORRIDORS
SLIDE FACE

FUEL RODS

CROSS SHAPED 
JAWS

227

OD9.52-THICK0.57

그림 3.3.1.12.사용후핵연 인출을 한 수평 죠 방식

(라)후속장치를 고려한 인출장치의 선정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연료 을 인출하는 방식의 타당성 기 을 그림

24에 나타내었다.후속공정에 미치는 인자로는 반응효율,공 물질의 순도,생산량,기

계 탈피복장치의 사용유무,핫셀공간의 제한유무 그리고 단단면 형상정도이다.따

라서 후속공정을 고려한 인출장치의 필요성 요건으로는 후속공정의 반응효율이 높게

요구되거나,후속공정의 로드컷 공 물질 순도가 높게 요구되거나,후속공정의 생산량

이 높게 요구되거나,기계 탈피복 장치가 필요하고,후속공정의 장치크기가 제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후속공정에서 로드컷의 단면 원형유지도가 높게 요구되는 경우이다.

한 후속공정을 고려한 인출장치의 불필요성 요건으로는 후속공정의 반응효율이 낮

게 요구되거나,후속공정의 로드컷 공 물질 순도가 낮게 요구되거나,후속공정의 생

산량이 낮게 요구되거나,기계 탈피복 장치가 요구되지 않고,후속공정의 장치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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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을 받지 않을 때,그리고 후속공정에서 로드컷의 단면 원형유지도가 낮게 요구

될 때 이다.

그림 3.3.1.13 후속장치를 고려한 인출장치의 선정 기 표

(마)연료 인출 방식 요약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 방식 분석에서 집합체 단과 인출 후

집연료 단의 장단 을 비교하 고,비 방식(VISION)과 기계식 연료 인출방

식(JIG)을 평가하 다.그 결과,인출 후 집연료 단이 집합체 단방식보다 우수

하고,기계식 인출방식이 비 방식보다 유리함을 알 있었다. 한 P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에 한 그립핑(griping)방식의 타당성 분석을 해서 롤러(roller),

콜릿 (collet),수직 죠(jaw),그리고 수평 죠 등 사용후핵연료 인출방식들을 분석하

다.그 결과,다양한 형태의 핵연료 집합체 연료 을 취 할 수 있고,한 번에 다량

의 핵연료 을 인출할 수 있는 수평 죠(horizontaljaw)방식이 선정되었다. 한 수평

죠 방식은 피스톤 헤드가 수평방향으로 힘이 달되어 핵연료 이 단단히 고정되어

인출되기 때문에 인출 시 기계 으로 안정하다.이상과 같은 SF집합체 핵연료 그

립핑 방식 분석결과들은 PRIDE의 처리 시설에 용될 SF연료 인출장치의 설계

에 활용될 수 있다.

(3)탈피복에 공 하는 사용후핵연료 단방식 분석

공구 사용에 따른 4종류의 단방식 특성을 분석하고 단 방식 별로 사용후

핵연료 단시 고려사항을 표 14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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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 사용후핵연료 단방식별 고려사항

단 방법 요약 고려사항

톱/연마식

단방식

-핫셀 내의 기 이나 수

사용.

- 단시 단부의 압착 정도는 우수

-분진이 과 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분진을 포집하기 한 분진 포집장치가 필요

- 단시 한 윤활유의 사용 등을 고려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장비의 모듈화를 고려

이

단방식

-분진 발생 없이 단이 가

능.

- 단 깊이의 미세한 제어가

불가능하고,장비가 고가

- 단 길이 피복 외형에 따른 단 방식도 조

사가 필요

-재질,두께,속도 소요 력량을 고려

-유지 보수를 하여 핫셀 외부에 장비를 설치해

야 하며, 지 기구와 이 단기는 핫셀 내부

에 설치함.

WireEDM

방식

- 단되는 속에 의해 황동

선 극이 통과하고, 속

에 자를 방출하여 단하

는 방식

-핵연료 분진 축 가능성과 유지 보수를 용이하

게 하기 하여 장비의 모듈화를 고려

펀치,디스크

쇼,가

단방식

-펀치,다이,가 와 같은 구

조로 단, 단하는 방식.

- 장비로부터 제거가 어려운

미세 입자가 발생됨

- 단 길이와 단부의 압착 정도를 고려해야 함

- 단시 발생하는 분진의 포집을 하여 분진 포집

시스템이 필요함

- 한 윤활유 사용을 고려해야 함

- 장비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모듈화를 고려해야

함.

(가) 단방식에 따른 분석

표 3.3.1.4는 사용후핵연료 단하는 방식에 따라서 작동개요와 용범

를 나타낸 것이다.임의의 방향성을 갖는 단,펀치와 다이로 한방향성을 갖는 단,

와이어 방 가공을 이용한 와이어 단,그리고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평식 슬

리 방식을 상으로 표 16과 같이 분석하 다.

표 3.3.1.4 사용후핵연료 의 단방식의 작동개요 용범

구분 단 단 와이어 컷 수평식 슬릿

개요

작동개요

-끝이 날카로운
물리 기구를
이용하여 재료를
목 하는 크기로
자름

- 내부 면에 그
물체를
양방향으로
어 나게 하여
둘로 나눔

- 강한 장력을
와이어와 가공물
사이에
방 (放電)을
일으켜 자름

- 다수의 수평 형
커터 블 이드
사이로 소재를
통과시켜 축
방향으로 분리

용범
종류

-수 , 가스, 기
-가 , 이 , 톱, 
연마 등

- 에어 알곤
- 펀치, 다이

- 기(에어)
- 텅스텐, 황동

- 에어, 알곤
- 커터 블 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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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5.사용후핵연료 의 단방식에 의한 장·단 분석(장 ,단 )

구분 단 단 와이어 컷 수평식 슬리

내구성
-내구성 낮음(Tool 

마모가 잘됨)
-내구성이 높음

-내구성 낮음

-커 소재의 빈번한

교체

-내구성 낮음

구조
-비산, 쿨 링 장치

필요
-단순함 -복잡 합

- 단연료 수집

장치 필요

-필릿/헐 분리장치

필요

소요시간 - 단 시간이 소요됨
-신속하고 빠름

-생산성이 높음

-커 시간이 소요됨 -직 펠릿/헐 분리

기능 -분진 비산가능성
-왕복행정에 의한

단순성
-복잡한 형상 가공 시. -다 슬릿, 커 기능

취 성 -양호
-양호 -어려움 -다 연료 취부

어려움

유지보수 -유지보수 용이 -유지보수 용이 -유지보수 어려움 -유지보수 용이

내방사성 -내방사성 좋음 -내방사성 좋음
-내방사성

약함(방 장치)
-내방사성 좋음

운 성 -운 용이 -운 용이 -운 어려움 -운 용이

장치크기 -경량화 가능 -장치가 큼 -유틸리티부가 큼 -경량화 가능

동력 - 기 동력 -유압 동력 - 기 동력 - 기 동력

가공도

- 단단면 양호

-곡선, 직선가공 용이

-정교한 단

- 단 단면 무딤

-취성 괴로 거칠음

- 단면 양호

-높은 경도 재료 가공

시. 

-고 정 가공.

-카터 블 이드의 슬

릿면 양호

-Cutting 면 양호

소요동력 - 단보다 은 동력 -동력이 많이 소요됨 - 은 동력 소요 - 은 동력소요

기계

탈피복 향
-양호

-후속공정에 펠릿/헐

분리효율 감소

-양호
-양호

배제 ⦾

배제사유 l 와이어 컷 방식은 커 소재의 교체빈도가 가장 높음

(나)사용후핵연료 의 특성

사용후핵연료 단 장치를 설계 제작하려면 단하고자 하는 재료의

재질 특성 등을 악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기계 성질,zircaloytube

의 규격,물리 성질,핵연료 피복 재질의 특성,pellet규격 연료 속의 pellet

과 pellet사이의 공간(gap)등은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지르칼로이는 지르코늄

합 의 일종이며,원자로용 재료로서 고온수에 한 지르코늄의 내식성을 개량할 목

으로 제작한 합 으로서 성자 흡수 단면 이 작고 좋은 기계 성질을 가지며 ,

, 선 등으로 가공할 수 있다. 한 노심 탱크,연료피복 냉각 구조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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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표 3.3.1.6 사용후 연료 특성

지르칼로이(zircaloy) 펠릿(pellet) 비고

구분 값

규격, mm 펠릿사이

 

공간,mm
집합체 종류 OD ID T OD L

인장강도 45.87 Kg/mm
2

14x14(PWR) 10.16 8.296 0.617 8.05 10 0.178

항복강도 32.6 Kg/mm
2

16x16(PWR) 9.52 8.38 0.57 8.05 10 0.173 KSFA

연신율 20% 17x17(PWR) 9.5 8.537 0.571 8.05 10 0.165

(다) 단방식 분석 요약

유압동력사용 제하에,기계식 탈피복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단방식이

가장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단방식은 단방식에 비해서 낮은 생산성이 단 이나,

높은 원형도의 연료 단면이 요구되거나,이 조건에서 비산에 의한 칩 분리,쿨링

(cooling)장치를 보완하면 단방식이 유리하다. 한 수평식 슬릿 장치는 커 블

이드의 낮은 내구성으로 생산성이 낮은 것이 단 이나 내구성이 강한 공구를 사용하

여 처리 속도를 향상한다는 제에서 실험 검증의 확보,그리고 별도의 복잡한 펠릿

/헐 분리 장치를 보완하면 수평식 슬릿 방식이 유리하다.

(4)탈피복 분말혼합 특성 분석

(가)탈피복 특성분석

탈피복 공정은 화학 기계 탈피복,화학 기계 방법을 조합한

단-추출(chop-leaching)공정 등이 있으며,핵연료 형태 운 조건이 다양하기 때

문에 재까지 사용되거나 제안된 탈피복 기술 장비는 매우 범 하다.특히 고연

소도의 핵연료의 취 에 있어서 원격조작이 가능한 탈피복 장비 등의 요구사항을 만

족하여야 한다.탈피복 공정을 선택하기 해서는 용이한 운 보수,원격 조작의

용이성,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의 최소화 등과 같은 요한 기 을 설정하고 여러

기술을 비교,검토하여 표 3.3.1.7에 종합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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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분석

 종류
탈피복 방법

탈피복의 장.단
비고

장 단

압착(Pressing)

F특수한 Die와 압착 피스
톤을 사용하여 피복 내
의 연료를 압착, 어냄
으로서 핵연료와 피복
이 분리됨

F 한 기계 인 개
량을 통하여 다른 형
태의 다양한 핵연료
에 용 됨
F피복 내벽은 깨끗
하고, 외 상 UO2가
없음( 연소도)

F 속학 으로 결함된 핵
연료에 하여 용 불
가능(고연소도)

•피복 과
연료 사이에
원형의 Die에
힘을 가하는 방식

Roller 
Straightener

F굴 (Mandril)에 근
되는 의 나선형 압
연원리를 이용한 기술로
연료 은 회 직선
운동에 의해 지름 직
선 방향으로 변형

F가동 방사선 안
성 에서 볼때 간
단한 기술
F유동성이 있어 긴 핵
연료 에도 용되
고, 단공구를 최소
화할 수 있음

F압연 기법은 냉각핀이
부착된 핵연료의 경우에
는 용할 수 없음

•상용의 Roller 
straightener 
장비를 사용함.
•피복 변형
기술(Clad 
deformation)

Cutting 
Slitting 기술

F핵연료 은 Hacksaw, 
bandsaw, rotating wheel, 
straight moving or 
stationary Milling Cutter
에 둘 혹은 그 이상의
방향에서 길이 방향으로
단됨.

F피복 의 단 핵
연료의 분리가 동시
에 수행됨으로서 공
정단계를 축소할 수
있음
F가동이 용이함, 핵연
료의 고정과 공구
손의 문제는 없고 운

, 보수 원격 조
작이 용이 함

F공구의 잦은 손, 핵연
료의 고정 단 깊이
조정의 어려움
FZr, U, Th 분말의 자
연발화성으로 화제
폭발성 있음.
F미세 입자의 당한 포
집, 여과 제 시스템
이 필요

• 단기는 피복
만을 단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치 조정이 가능

• 앙축에 하여
15°기울어진
마디가 있는
세개의 로울러는
핵연료와 공구의
을 하여

핵연료를 회

공기산화에
의한 탈피복

F500~1,200 ℃의 분 기
에서 수십~수백 kg  
HM/batch 의 UO2  펠릿
을 산화하여 U3O8 분말
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후속공정인 속 환공
정에 균질한 U3O8 분말
을 공 하는 역할

F기계식 탈피복 장치
와 분말화 장치의 성
능을 동시에 가지는
고효율 장치이다. 
한 연료와 헐의 분리
성능, 분말 회수율, 
그리고 펠릿의 산화
효율이 높은 장치임

F고연소도의 사용후핵연
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부 펠릿이 피복 내
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높다. 

• 수평회 식
로터리방식으로
반응로는 메시
형태를 이루며
내부 스쿠류를
가지고 있음

표 3.3.1.7 탈피복의 종류별 비교 분석표

○ 탈피복 기술 분석 요약

종합 분석한 결과,공기 산화에 의한 탈피복 방법이 하나의 장치에서 사

용후 핵연료를 산화시키고,피복 과 분말을 독립 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장 이 있으

나,고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탈피복율을 높여야 한다.탈피복 효율을

높이기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첫째는 공기 산화로 내에 잔류 사용후핵연료

가 남아 있지 않게 하기 한 공정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둘째는 기계 탈피복 장

치의 throughput를 향상시켜 공기 산화 탈피복 방법과 병행하는 방법이다.

○ 탈피복 장치 성능시험 분석

  장치 구동시험

기존에 제작한 탈피복 장치(그림 3.3.1.14)에 한 구동 시험으로는 동

작시험과 기본특성 시험(에어 실린더작동,구동 모터 부 구동 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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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회 구동,에어 락커 작동여부,나이 게이트밸 작동여부,헐/분말용

기체결,)을 수행하 다.수행 결과,에어 실린더 작동여부(히터 2개의 모

듈 개․폐 이상 없음),구동 모터부 구동여부(RPM 3∼5/min,가변 가

능),장치회 구동여부(180̊),에어 락카 작동여부(20∼30회 작동/min),

나이 게이트밸 작동여부(정상 으로 개․폐),헐/분말용기 체결여부

(이상 없음)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 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에어, 기 등 유틸리티들은 운 유지보수성을 높이기

해서 모듈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장치 승온시험

장치의 안 여부와 공정 조건 설정을 한 승온 시험 결과,히터와

반응기의 최 간격이 30mm인 경우 승온 속도를 14
o
C/min이상으로

했을 경우 과도한 공 류(150A이상)에 의해서 히터선(칸탈)이 단선되

어 14
o
C/min이하로 해야 한다.

  폐피복 회수 시험

폐피복 용량은 모의 사용후핵연료 기 10kg~50kgHM/batch

까지 변화를 주어 폐피복 회수율 실험을 수행하 다.폐피복 투입

부터 배출까지 장치 회 수는 3~10rpm까지 변화를 주었으며,폐피복

투입 비 배출 무게를 로드 셀(loadcell)에 의해 그램 단 로 정량

으로 측정하 고,폐피복 투입,배출시 진동은 주지 않았다.폐피복

회수율 실험결과,연료 무게가 10∼40kg범 에서 3∼5rpm일 경

우 폐피복 회수율은 100%로 양호하 다.그러나 회 수 10rpm에서

40kg이상일 경우 회수율은 99% 다.따라서 폐피복 과 분말 배출구

설계 시 분말 배출구 크기 비 폐피복 배출구 크기(기존 장치 설계

시-폐피복 :분말=2:6.5)비율을 30%이하로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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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4  탈피복/분말화 일체형 장치

(나)분말혼합 특성 요건 분석

회분식 분말 혼합기로서 사용후핵연료 내 특정 원소들 즉 핵물질이 균질하

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분말 혼합효율을 최 로 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혼합기는 분말용기 1개를 넣고 혼합할 수 있는 구조로써,혼합효율을

높이기 하여 분말용기는 30±0.1°의 경사를 갖도록 고정시켜 회 하

도록 한다.(Vtype:TRU혼합효율은 99.9% 이상)

- 분말용기의 holder내경공차는 ±1mm로 하 으며 하부에는 spring

cushion장치를 하여 분말용기의 상하충격을 흡수하도록 한다.

-Gearedmotor의 구동은 chain& sprocket을 사용하여 구동시키도록 한

다.

- 혼합기 상부는 분말용기에서의 분말의 투입과 배출이 용이하도록

clampdoortype으로 설계 제작하 으며 상부 내부에는 teflon을 취부

시켜 장입되어 있는 분말용기의 요동이 없도록 하 으며,혼합기 상부

가 이탈되지 않게 조여지고 고정지지 되도록 하며,분진이 외부로 유

출되지 않도록 기 유지가 되도록 한다.

-혼합기 회 시 진동으로 인하여 기기의 흔들림이 없도록 설계하며,원

하는 회 속도로 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혼합기의 회 수

는 gearedmotor와 inverter를 사용하므로써 변속제어(30∼150RPM)가

가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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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용기를 혼합기에 장 시 혼합기의 정지 치를 자동으로 감지하

여 정지할 수 있도록 powderbrake와 positionsensor를 설치하여 자동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정지 치의 정 도는 ±0.5°

이내로 한다.

-혼합기 운 시간은 controlpanelPLC에 의해 운 시간을 변경 조 할

수 있도록 한다.

-혼합기의 외부구조는 stainlesssteel을 사용하 으며 분진이 hotcell내

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폐시킨 구조로 한다.

다.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별 설계요건 분석

(1)핫셀 원격운 경험반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분석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별 설계요건 분석에서 공학규모 이로 공정 처

리 규모인 10MTHM/년,년간 조업일수 250일로 가정하 으며,PWR(16x16)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의 우라늄 무게를 461kg,지르칼로이 무게를 140kg을 기 조건으로

분석하 다.본 연구는 국내 경수로에 사용된 연료 KSFA형(16x16)을 기 으로 모

든 종류의 PWR연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일 단 공정이어야 하며,70%의 이용

율(availability)로 10MTHM/year의 연료 을 처리할 수 있는 반 연속식 공정이어

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주 단 공정구성은 그림 16과 설정하 으며,그림 25는

처리 공정 반부 공정인 집합체 수직/수평 환장치(down-ender)로부터 집합체의

상부,하부 노즐을 제거하는 집합체 해체공정,집합체로부터 연료 을 인출하는 연료

인출공정,탈피복을 한 연료 단 공정 흐름도이다.

처리 공정은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교체 가능한 부품들로 설계하며, 재

상용화된 기술 가장 최신의 기술을 사용한다.즉 상용화되었거나,기 제작되어있는

부품들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방사선 환경에서 안 성이 검증되지 않

은 고가의 로그램 부품을 배제하며,가능한 공정의 단순성 원칙을 수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의 처리 공정 설계 기 자료 확보를 한 일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 다.

-1년에 20개의 조사된 PWR집합체(16x16)를 처리해야 하며,공정 속도는

1주일 당 5일 이용률을 기 으로,월 2개의 PWR집합체 처리를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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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 처리 공정은 반 연속 공정을 기반으로 운 되어야 하며, 최신 컨트롤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 혹은 반자동 운 이 되어야 한다.

-모든 단 공정 후속장치에 해 원격 공구 변환,원격 유지 보수,원

격 부품 교체,원격 제염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한 유지 보수 시에 빠

른 교체가 가능하도록 부품들을 모듈화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다.

-유지 보수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해 내방사선 부품들을 사용하며,연료

과 집합체 골격체 니스터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해 별도의 클린룸

오염된 셀을 따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 오염된 피복 단과 미세

가루들에 해서 컨트롤 수집기능을 제공한다.

-지르코늄 혹은 자연 발화가 가능한 다른 어떤 물질에 해서도 자연 발

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방사성 피복 ,미세가루들, 단 발생 연료 피복의 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건 한 연료 , 손된 연료 ,연료 펠릿 등 모든 특수한 핵물질에

해 책임 추 성(accountability)을 허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상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사용 후 연료 의 해체/인출,

단,탈피복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상황에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한 모든 일반 비정상 조업 시에 연료의 완벽한 추

을 제공한다.

-방사선 안 용 가능한 모든 수정 사항에서 제시된 품질 보증 기

을 만족해야 한다.

-소재,부품,컨테이 (container)를 취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

해야 한다.

-모든 조업 단 공정들이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체/인출/ 단의 연료 피복 온도를 최고 175도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인출 연료 재용 정렬/ 집 니스터(canister)와 단연료 을 재할

로드컷(rod-cuts) 니스터,그리고 골격체를 재할 집합체 골격체 니

스터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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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ystem description Functional & Technical Requirements Work Scope & 
Remarks

Fuel Assembly Unloading System  

SF집합체
핸들러
& 
Grapple 
Device

- 연료 핸들러는 연료
집합체 연료
정렬/ 집 니스터의
이송을 수행한다.

 
- Grapple 장치는 PWR 
집합체의 상부노즐 (top 
end plate)이 안 하게
맞물리게 하기 해
사용된다.

- PWR 집합체가 이동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연료 핸들러는 안테나 형 강체(telescopic rigid body)로
설계되어야 한다.

- 원격 조작을 해 grapple 장치는 가이드핀과 찰을 한
CCTV가 장착되어야 한다. 

- Capacity: Max. lifting capacity (5 ton)
- Self navigation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Trolley speed: 4, 2, 1.6 m/min, 3 steps

- 다양한 종류의
grapple 장치
설계가
필요함.

- 최 lifting 
capacity가
고려되어야
한다.

장
Rack

- Cell내 rack은 들어오는
연료 집합체, 배출되는
정렬/ 된 연료
니스터, 배출되는

비정상 연료 니스터
배출되는 NFBC 

- 아래의 항목들을 장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ㆍ PWR 연료 집합체 24개
  ㆍ연료 정렬/ 을 한 니스터 12개
  ㆍ압축된 NFBC를 한 니스터 6개
  ㆍ비정상 연료 집합체를 한 니스터 2개
- 연료 accountability 확보를 해 장 rack의 바닥에 load 

cell 혹은 합한 sensor를 설치해야 한다.

- Crud, fines 
다양한
조각들이
별도의
니스터에

보 되어야
한다.

- 처리 단 공정에 탈피복 공정의 기계 탈피복 장치는 속도, 치제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화학 탈피복 장치는 온도제어기능의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3.3.1.15 사용후핵연료 기계 처리공정 개념도

표 3.3.1.8～ 표 3.3.1.14까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의 단 공정별 설계

요건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표 3.3.1.8.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취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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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터의 장을 해
사용된다.

- 온도가 monitor되어야 한다.
- 사용되는 rack은 일반 조업 지진 상황에서 안 한
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퍼 혹은 합한 충격 흡수 장치가 장 rack의 바닥에
설치되어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Down-
ender

- Downender는 다음의
단 공정을 해 연료

집합체를 수직에서 수평
방향으로 치를 변화
시켜 다.

- 본 system은 PWR에 지지 를 제공해야 한다 (연료 집합체
clamping 연료 집합체 바닥 지지 system).

- Drive system의 속도가 monitor되어야 한다 (DC servo를
추천).

- 근 S/W 혹은 체 가능한 센서를 이용해 모든 조작의
이동 종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 Clamping 장치에 의해 연료 집합체에 가해지는 힘을
아래와 같이 조 하여 공간격자, 연료 혹은 하부노즐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ㆍ각 grid에 가해지는 최 clamping 힘: 240 kg
  ㆍ하부노즐에 가해지는 최 clamping 힘: 900 kg
- Clamping 장치의 열림 혹은 닫힘 치를 설정하기 해
내부 limit S/W가 이용되어야 한다.

- Accountability의 확보를 해 downender의 바닥에 load 
cell이 설치되어야 한다.

- Drive actuator  
 type:
   기 모터
   유압 모터
- 에서 언 된
모터들의 성능
비교가
필요함.

연료
취 장치

- PWR 연료 집합체의
수평 이송 시에
안 하게 집합체를
유지해주고 fuel 
핸들러의 엔드 이펙터
인터폐이스를 통해
맞물리게 된다.

- 안 한 clamping 장치가 제공되어야 하고 clamping 힘
조건은 downender의 경우와 동일하다.

- Safety factor를 고려하여 lifting capacity는 최소 1.5톤이
되어야 한다.

- 모든 clamping 조작의 이동 종료는 합한 sensor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 연료 핸들러와
핸들러
고정체사이의
기계
기 연결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3.3.1.9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설계요건

Items System description Functional & Technical Requirements Work Scope & Remarks

Disassembly   

Clamp 
Station

- 단 연료
추출 작업 시에
연료 집합체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함.

- 연료 집합체의 고정 역할을 함.
 최 clamping 힘은
  ㆍ각 grid의 경우: 240 kg
  ㆍ하부노즐의 경우: 900 kg
- Waste 물질과 crud를 수거하는 hopper의 지지 역할을
함.

- 길이 수직 방향으로 정확한 치 선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합한 센서에 의해 모든 clamping 작업의 종료가
확인되어야 함.

 

단
System

- 연료 집합체
guide tube의
하부노즐을
제거함.

- Guide tube의 하부노즐의 단 제거 기능을 제공.
- 3 축 방향에서 단을 한 정확한 치 선정 기능을
제공

  ㆍ 치 선정 정확도: ± 0.01 inch
- 단 tool 교체가 용이해야함.
- 단 공정 화재 방지 system을 제공해야 함.
- 가능한 경우 단 tool에 냉각 윤활 기능을 제공함.

- 아래와 같이 다양한 단
기술이 고려되어야 함.

  ㆍArc saw
  ㆍLaser   (Nd:YAG)
  ㆍBand saw (Hack saw)
  ㆍDrill and ID tube cutter

Fine 
수거
System

- 연료 해체
작업
발생하는 fine을
수거함.

- 향후 처분을 해 cuttings, fines 다양한 hardware를
수거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공정 생성된 Zr fine의 자연발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Fines 필터의 교체가 용이 해야 함.

- 2개의 PWR 집합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기 로
필터의 holding capacity와
필터 크기가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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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ystem description Functional & Technical Requirements Work Scope & 
Remarks

Canister  

연료
니스터

- 정렬/ 된 정상
연료 들이 재됨.

- 2개의 정렬/ 된 연료 집합체를 재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함.

-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해 lifting 장치는
분명히 잠기도록 설계되어야 함.

- 열 , 유압 , 구조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 각 니스터는 고유의 문자와 숫자 코드를 통해
식별되어야 함.

- 직사각형, 
사다리꼴, 둥근
6각형
정사각형의
니스터 설계가
필요함.

NFBC 
니스터

- 핵연료가 없는 부품들
(skeleton)이 재됨.

- 정렬/ 에서 발생하는 NFBC의 안 한 장 기능을
수행함.

- 크기: NFBC의 compaction이 고려되어야 함.
- 고유 코드를 통해 각 니스터가 식별되어야 함.

- 다양한 단면
모양이
고려되어야 함.

손
연료
니스터

- 연료 니스터에 재
불가능한 연료 을 재함.

- 본 니스터는 비정상 연료 상황에서 발생한 개별
연료 , 연료 펠렛, 연료 fines의 안 한 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Criticality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고장
부품
니스터

- 고장 난 장치, fines 수거
필터, crud 수거 필터를
보 하며 손 연료 은
보 하지 않음.

- Crane hook이 있는 lifting 장치를 30 gallon 혹은 50 
gallon 크기의 니스터에 장착함.

- 고장 부품
니스터가
필요함.

표 3.3.1.10 사용후핵연료 인출 설계요건

Items System description Functional & Technical Requirements Work Scope & Remarks

Consolidation  

연료
추출
System

- 연료 집합체에서
연료 을 추출함.

- 연료 을 잡을 수 있도록 합한 gripper를 제공함
(최 gripping 힘: 160 kg).

- Clamping table에 있는 연료 집합체로부터 연료 을
당김 (최 pulling force: 90 kg).

- Pulling 작업 gripping pulling 힘이
monitor되어야 함.

- 별도 작업 없이 붙어있는 연료 을 제거 할 수
있는 안 장치를 제공해야 함.

- 비정상 연료 에 한 pulling 방법을 제공해야 함.
- 합한 센서를 이용해 연료 의 휘어짐 정도를

monitor해야 함.
- 손된 연료 에서 떨어진 펠렛을 수거하는
기능을 제공 해야함.

- 연료 종류에 따라
정렬/ 집시에 정렬
guide나 comb를
사용할지 결정되어야
함.

- 추출될 연료 의
개수가 정해져야 함
(1개, 1열, 혹은 체).

- 다양한 연료 gripper 
설계가 요구됨. 

연료
수집
system

- 연료 을 집 하고
canning system으로
이송해 .

- 연료 이 겹치거나 과도한 변형을 피해야 함.
- Accountability를 해 개별 인 연료 개수를
제공해야 함. 정확한 개수 측정을 해 2개의
센서를 사용해야 함.

- 휘어진 연료 은 정상 연료 으로부터 독립 으로
분리되어야 함.

- 연료 의 치를
정확히 설정하기 해
진동기나 manipulator를
사용할 수 있다.

연료
Canning 
System

- 연료 을 니스터에
재함.

- 연료 단장치의 단
효율과 장기능 향상

- 연료 을 착 재 정렬 해주는 기능을 제공함.
- 다양한 단면의 니스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사각형, 원형, 사다리꼴 등).

Fine 
수거
System

- Fine, cruds,   
단부스러기를 수거함.

- Fines, cruds, 단부스러기의 수거 조 기능을
제공함.

 

표 3.3.1.11 사용후핵연료 정렬/ 집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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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ystem description Functional & Technical Requirements Work Scope & 
Remarks

Spent Fuel Rod Cutting System  

장치의
기능

구성

- 다양한 사용후
핵연료 에 용될
수 있는 자동화 개념.  

- 주요 구성으로는 연료 kicking 장치, 연료 이송장치, 
연료 feeding 장치, 연료 이송 clamping 장치, 연료
고정 clamping 장치, 연료 단 blade 잠김 장치, 연료
단 blade 열림 장치, 단 연료 분류장치, 단 연료

정렬 feeding 장치, 단 연료 투입 장치, 집진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 핵연료 단시
화재발생 가능성
분진 발생

방지 기능을
갖는다.

연료
kicking 
장치

- 인출된 연료 을
16개씩 단장치로
넘겨

- 연료 kicking 장치는 연료 단장치 테이블 에
연료 을 정확하게 놓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치 되어야
한다.

- Kicking될 연료 이 기 상태에 있는지를 항상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연료 정렬이
유연이 있어야
한다.

회
이송
장치

- 연료 kicking 
장치에서
단장치까지 이송

- 회 이송 장치는 구동 롤러 아이들 롤러로 구분되며, 
구동 롤러에 의해 아이들 롤러가 구동되도록 한다.

- 회 이송 장치에 사용되는 구동 롤러를 앞뒤에 각 1개씩
부착하고, 아이들 롤러는 8 개를 부착한다.

- 회 이송 장치에 구동 롤러 아이들 롤러를 부착했을 때
연료 이직선 방향으로 이송되도록 심을 맞추어
부착한다.

- 구동 아이들
롤러는 앞 뒤
구동 롤러의
회 수를 같게
설정한다.

연료
feeding 
장치

 - 단하고자 하는
일정한 길이(30mm) 
만큼 연료 이송
clamping 장치
쪽으로 이송

- Feeding 장치의 방에 연료 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 Feeding 거리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Feeding 시 걸림이 없이 이동하도록 연료 feeding 장치의
면을 매끄럽게 한다.

- Feeding 시
연료 에서
소결체의 분진
덩어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한다. 

연료
이송
clamp 
장치

- 연료 을 일정한
길이(30 mm)만큼
단하기 하여

clamping하는 장치

- 일정한 길이만큼 잡을 수 있게 하고, 연료 을 잡아 때
연료 이 그러지그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연료 이송 clamping 장치는 연료 단 시 연료 이
회 하지 않도록 지하고, 연료 의 심을 clamping할 수
있도록 한다.

- Feeding 장치와
서로 연계되어
작동하도록
설계한다.

연료
단

blade 
잠김
장치

- 연료 고정 clamping 
장치에서 clamping 된
연료 을 단

- 단 날은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을 선정하여 열처리 후
사용하고, 단후 연료 안쪽에 burr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

- 단시 고속회 을 하므로 베어링 등의 선정 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단시 blade 이송부의 흔들림 공차는 ±0.02, 직각도 ±0.02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연료 단 blade 
잠김 장치는 고속
회 하게 되므로
, 삭 날이
후로 진행시
유격이 없도록 함

집진
장치

 

- 연료 단시 분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분진집진 장치

- 집진 장치는 연료 단시 열 발생으로 인한 화재
험성이 없는 재질을 선정한다. 

표 3.3.1.12 사용후핵연료 단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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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3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설계요건

Items System description Functional & Technical Requirements Work Scope & 
Remarks

Decladding System
 

 

장치의
개요
각
부문별
구성

- 기 속환원
고정에 U3O8의
균질화 된 미세
분말을 만들어
공 하는 펠릿의
산화/ 탈피복
장치. 

- “탈피복장치”를 구성하는 히터 모듈부, 반응 모듈부, 지지 모듈부, 
그리고 기/센서부의 모든 부품은 방사선에 강인한 내방사선
부품 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최소 방사선 흡수 한계(Radiation 
dose limit)는 다음과 같다. 

   :  Radiation dose limit : >10
7
 rads

- 주요 구성은
크게 히터
모듈부, 반응
모듈부, 지지
모듈부, 그리고
기/센서부로

구성

탈피복
장치의
일반
요건

- 일반요건으로
장치에 해
온도, 압력, 유량, 
진동, 고온
내열성, 냉각
등을 고려한다.

- 500℃분 기에서 200 LPM의 공기를 공 하여 SF 펠렛을
산화시킬 때 1.5kg/cm

2
 의 압력에 견디어야 하며, 고온에서의 열

변형을 고려한 상세한 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
  ㆍ20kg HM/batch로 여러 배치로 구성될 수 있다
- 분말화 장치로 공 되는 시료(SF)는 1회 운 시간이 12시간
정도로 1회 운 후 다시 시료를 공 해야 할 때 연속운 이
용이하도록 용기 내 잔류 분말이 없도록 하며 장시간운 에
가열로 주변장치가 고온&내열성을 가져야 한다.

- Cooling 온도는
25도 이하로서
압력 유량
조 이 가능한
구조

모듈별
요건

- 장치의
유지보수를 한
세부 module 
부품 군(집합)은
히터모듈, 에어
실린더 모듈, 
utility 모듈, 
반응기구동 모듈, 
반응기 모듈, 
나이 게이트
모듈, 배출부
모듈, 반응기
지지 모듈, 기
센서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 히터 모듈부
  ㆍ통상 사용온도 500~600℃,(Max. 800℃)
  ㆍ승온 속도 : 10~20℃/min 
  ㆍ반응로에 에어락커를 부착하 을 때 진동을 주더라도 module 
형 heater가 이탈되거나 흔들림이 없어야한다.

- Utility 모듈
  ㆍAir 냉각라인은 고온에 의해 열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SUS 
재질로 하며, 에어를 조 하는 regulator를 달아 다.

  ㆍGas in/out line : Knife gate valve는 gas가 2-way로 순환하게해서
단연료 내 U3O8을 분말화할 수 있고, 장치 내에 붙어 있는

분말까지 으로 떨어 질 수 있게 한다. 
- 반응기구동 모듈
  ㆍRPM:1-15 RPM
  ㆍMOTOR 사양: AC SERVO MOTOR 
  ㆍ정역회 방식으로 구동되어야 함. 
- 반응기 모듈
  ㆍ반응기 모듈은 메시형 반응기, 커버, SHAFT부 헐, 분말
배출라인을 한 모듈로 한다.

  ㆍ반응로 두께 : 6 t 이상
- 배출부 모듈(나이 게이트 모듈)
  ㆍValve 규격 : SUS 304 Knife, gate valve 
  ㆍ온도 조건: 800도의 반응기 내부온도에 열 변형이 없어야하고
이때 압력 3KG상태에서 시료의 leak가 없어야함

  ㆍMaterial : SUS304L
  ㆍ반응기 MAX. 온도: 800℃를 고려하여 한 쿨링 장치를
고려한다.

  ㆍON *OFF 방식: air cylinder 양 로드형

- Shaft 부
ㆍ마찰 열
변형 비하여
한 냉각

장치기 필요. 
(에어 쿨링)

ㆍ고온가스 출
방지를 하여
shaft의 양측
외경에 메탈
씰과 과불화
탄성체를
사용.

  

유지보
수 요건

- 장비와 물질을
효율 으로
취 할 수 있고, 
복잡성과 시간을
일 수 있도록
단순화 한다.

- 모든 유지보수용 볼트/ 트는 Captive type로, 가능한 3/4“크기로
통일되게 한다.

- 상 메카니즘은 가능한 15 kg 이내의 량으로 모듈화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상 메카니즘은 필요에 따라 체결이 용이하도록
힌지용 토 클램퍼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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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ystem description Functional & Technical Requirements Work Scope & 
Remarks

Powders Mixing System  

일반요건 - 본 sysytem은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균질도를
양호하게 하기
하여 분말을

혼합하는
장치이다

- 혼합은 충분히 강렬하게 이루어져 당한 혼합시간 동안에
TRU핵종 분포가 분말혼합을 통하여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 혼합용기는 조립기의 배출구 그리고 compacting press와
공 구와 잘 맞게함으로써 용기간의 물질이송의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 혼합은 분말의 분산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 히
된 용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장비가동에 따른 진동이 hot cell working table 방향으로
달되지 않도록 한다.

- 혼합용기는 분말의 feed hopper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혼합기의 회 속도와 혼합시간은 핵연료의 특성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가변시킬 수 있는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

- 첨부되는 다음의
부품들은
manipulator와
crane의 간단한
조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 한다.

  ㆍ혼합용기 뚜껑
  ㆍ조립기
배출구에서의
분말용기

표 3.3.1.14 사용후핵연료 분말혼합 설계요건

(2) 모듈화 일반 설계요건

-시계확보 보수공간

작업을 해서는 시계확보가 무엇보다 요하다.시계확보를 한 방법으로

는 육안과 카메라가 있지만,가 작업자가 납유리창을 통해서 직 확인할 수 있도

록 모듈을 배치해야 한다.

원격취 공정 모듈의 설계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일반 인 운 과 유

지․보수 요건은 장비와 물질을 효율 으로 취 할 수 있는 것이 먼 요구된다.천장

크 인의 라켓에 부착된 상 카메라에 의해 가시 인 역에 근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원격취 유지․보수 운 은 복잡성과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을 일

수 있는 범 로 단순화시켜야 한다.모듈화를 해서 순환 이 나,셀 안의 선

등을 포함하여, 퍼의 수를 이고, 퍼의 순환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

  교반 모터 결합방법을 고려하면 탈장착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면서도

원하는 진동을 달할 수 있다.

  장치후방은 사각지역이기 때문에 후방에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가

배제해야 한다.공기흡입용 이 의 경우는 벨로우즈 이 연결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앞쪽으로 설치하거나 돌출된 이 의 길이기

충분히 길어서 지지구조물에 의해서도 시계확보에 방해받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일반 인 기계장치의 랜지는 주 에 다수의 볼트를 배치하지만,핫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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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치의 유지․보수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볼트는 부담스럽다.그래서

고도의 기 을 유지하는 치가 아니라면 그 수를 이도록 한다. 한,

볼트에 한 시계를 확보하기 해서는 시계방해 요소에 의해 볼트가

가려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공통 설계요소

  랜지

랜지는 배 이나 축이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원격취 을 편리를

해서 변형이 필요하다.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랜지 볼트는 이탈방지 특성(capturedfeature)을 갖도록 하고 가능하

다면 스 링 하 이 작용하도록 설계한다.스 링 하 은 다른 볼트가

풀어지는 동안 진동 때문에 이 에 풀어진 볼트의 나사산 손상을 방

한다.

⦁ 2개의 랜지 면의 원격 속을 해서는 가이드 핀이 필요하다.

2개의 가이드 핀의 길이는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랜지는 주기 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씰을 가지고 있으므로 씰 혹은

씰 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교체방법이 필요하다.

⦁ 랜지에는 볼트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의 기 을

요하는 결합이 아니라면 3개의 볼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세부 인 체결 차 정교한 토오크를 필요로 하는 볼트는 피한다.

  인양 고리는 단순한 고리를 통해서도 쉽게 취 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요한 요소이다. 한,하 이 큰 모듈은 크 인 작업만이 가능하기 때

문에 더욱 요해진다.다음의 실제 인 인양 고리의 용 시를 고려한

다.(I,V,H,O형)

  볼트는 결합을 해서 필수 인 요소이다.표 화된 상용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원격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도 요하다.볼트는 이탈방지 특성(captiveorcaptured)을 보유해야 한

다.즉,체결 이나 해체 후에도 볼트가 모듈에 붙어있어야 함을 의미한

다.이러한 특성이 없는 경우에는 체결 에는 모듈 이동 후에 볼트를 하

나씩 가져와야 하고 해체 후에는 하나씩 리해야 한다. 랜지에서 설명

한 것처럼 볼트가 모듈(부품)에 붙어있다면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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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 공구의 근 공간 측면에서도 유리하며,볼트가 모듈에 가까

이 붙어서 공구가 근하기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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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장치(모듈)설계에 한 수와 방법의 안내 장치를 고려해야 한

다.안내 장치들은 기본으로 상황에 맞게 응용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

다.시각 인 방법은,모듈의 정면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부착하거나

두 모듈이 결합되는 부분에 결합을 표시하는 식별자를 부착하는 것인데,

특수제작․무게증가․간섭문제 등이 없기 때문에 필히 용하여야 한다.

  공기 흡․배기 커넥터는 몸체부에 부착된 공기 흡․배기 이 와 Air

vibrator는 압력계통과 연결되는데,이 연결 커넥터를 쉽게 탈․착이 가

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지부에 부착된 라켓은 몸체부의 치를 안내 지지하는 역할을 하

는데,몸체부의 형상에 맞게 설계한다면 보다 안정 으로 몸체부를 지지

할 수 있다.

  토 클램 는 모듈간의 연결부품은 아니지만 고려할 사항이 있다.클램

같은 경우는 상용품이 다양하고 작동이 단순하며 쉽다.그러나 원격작

업수행을 해서 손잡이부분을 변형할 필요가 있다.즉,상용품의 손잡이

는 사람의 손에는 합하지만 원격작업용 장비에는 부 합하다.손잡이

부분이 미끄러지거나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그래서 손잡이 부분을 원격

작업에 합하도록 변형하여야 한다.토 클램 의 지지력이 커질수록

이를 작동시키는 힘도 커져야 하는데,MSM(작용힘 범 9kgf정도)의

범 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크 인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는 형상을 가져

야 한다.

  상․하부로 분리된 모듈의 밸 축을 원격으로 분리 연결이 가능하도

록 연결용 볼트는 이탈방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원격 유지보수 작업성 평가 (설계 시 고려사항)

  설치 혹은 제거를 한 모듈의 인양 지 이 하게 치되어 있는가?

  구성품에 손상을 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고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

  모듈을 지정 치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고 작업자는 이를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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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 제거를 허용할 수 있는 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공정장치 모듈 설치 는 교체 한 설계 검 내용

  장치 모듈에 의해 발생되는 반응 하 힘을 고려하 는가?

  장치 모듈은 볼트 없이(가이드핀 혹은 력)설치될 수 있고,응력과 유

지보수요건을 만족시키는 가 ?

  장치 모듈은 빈번한 교체를 요구하는가(빈번한 교체가 필요하다면 볼트

신에 핀 혹은 비볼트 클램 를 사용한다)혹은 반 구 인가 ?

  화스 혹은 인양고리에 충격 치 혹은 유지보수 장비가 근할 수 있도

록 화스 와 인양고리 혹은 주 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되어 있는가 ?

  유틸리티 요건( 기,공압,계기)과 속 치(유틸리티 장소와의 계)

는 고려하 는가?

  화스 -토오크 요건은 유지보수 장비의 정격하 용량범 에 속하는가 ?

  상용 장비를 활용하기 하여 어 터 혹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

는가 ?

-모듈화 설계시 반 내용(모듈은 교체 개념)

  각각의 장비 품목은 정렬을 하여 2단의 가이드를 사용한다.동시에 연

속 인 맞물림이 이루어지도록 가이드의 길이를 다르게 한다.

  구성품과 유지보수 장비의 손상을 방하기 하여 설치 해체에 필요

한 힘 과 하 을 사 에 결정한다.

  융통성 없는 곳에 설치되는 구성품은 가상사고 상황에서 발생되는 손상

에 견디도록 설계하거나 혹은 셀의 휴지기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한

다.

  장치에 사용되는 화스 (fastener)가 풀어 졌을 때에도 장비에 매달려 있

도록 설계한다.

  화스 는 도입부 여유를 갖고 자체 정렬되도록 설계한다.

  특수공구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의도하는 목 (내부식,제염,내열성)에 한 재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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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공정장치 원격 운 특성 평가

처리 공정장치 운 은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거나 혹은 작업자를 보호하기

한 추가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보호 설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람 근이 불가능

한 처리 공정 시설에는 서보매니퓰 이터 혹은 로 장비,크 인,그리고 컨트럴 장

치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공정장치를 원격으로 운 하여야 하므로,각

단 공정별로 원격 운 성을 비 평가하 다.

가.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를 한 원격 운 성 효율성 분석

(1)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방식 분류 평가 방법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는 목 은 사용후핵연료 인출을 용이하기

해서 상부 하부 노즐을 제거하는 것이다.본 평가방법은 기존 해체기술을 참조하여

분류하고 상 평가와 후속공정에 미치는 향이 고려된 가 치(표 26)를 반 하 다.

표 3.3.2.1 원격운 성과 원격 운 효율성 평가를 한 상 값과 가 치

(a)상 값 (b)가 치

순 (Pi) 값(Vi)

1 0.4

2 0.3

3 0.2

4 0.1

5 0

요도(Ii) 가 치(Wi)
비고

아주 요 2

요 1.5 요도: 처리

공정효율에 미치는

향
보통 1

그림 3.3.2.1∼ 그림 3.3.2.5와 같이 기존 기술은 1)상부/하부노즐(topnozzle,

bottom nozzle)을 단(shearing)한 후 연료 인출,2)상부/하부노즐을 단(saw

cutting)한 후 연료 인출,3)상부/하부노즐의 트 와 상부/하부노즐을 제거한 후 연

료 인출,4)상부/하부노즐을 이 단(lasercutting)한 후 연료 인출,5)그리고

상부/하부노즐을 포함해서 집합체를 챱핑(chopping)한 후 탈피복하는 5가지 방식을 선

정하 다.여기서 기존기술의 참조는 1980 후반 사용후핵연료 간 장을 한 연료

정렬 집(consolidation)공정의 집합체 해체기술을 참조 하 다 (Westinghouse,

Generalelectric,NuTech,NUS등).평가 상으로는 원격운 성과 원격 운 효율성

을 심으로 분석하 다.원격운 성의 구체 인 평가 항목은 운 시간,툴(tool)/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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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size),동력크기,툴/장비 치제어(positioncontrol),유지보수성,툴 수명,장비

고장률,후속공정효율, 근성 그리고 공간 활용성이다. 한 원격운 효율성의 구체

인 평가 항목은 근성,툴 원격 취 성,상/하부노즐(T/Bnozzle)제거 조작성,공간

활용,모듈간섭,모듈 수,시야확보,취 성,툴/장비 치제어,툴 규모이다.여기서 공

통 인 항목은 툴/장비 치제어,툴 규모, 근성,공간 활용성이다.평가 방법으로는

상 평가로서 순 가 가장 높은 값은 0.4,그리고 0.3,0.2,0.1,0순으로 주었으며,

후속공정,즉 탈피복공정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아주 요하면 2, 요하면,1.5보통이

면 1순으로 하 다.여기서 객 성을 최 한으로 확보하기 하여 기존 장치들의 구

성요소,모듈 수,모듈수와 련된 조립성,복잡성 그래 등[그림 31,식 4],[refer:

Y.-T.Tsai,K.-S.Wang/EuropeanJournalofOperationalResearch119(1999)

p692∼703]을 활용하 다.최종 평가 값은 식 2와 같다.

그림 3.3.2.1 집합체 해체를 한 단

그림 3.3.2.2 집합체 해체를 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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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집합체 해체를 한 트 제거

그림 3.3.2.4 집합체 해체를 한 이져 커

그림 3.3.2.5 집합체 해체를 한 챱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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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시스템의 제조 조립 복잡성

Hl(S)=Hl(M)+Hl(A) (1)

(Hl(S):평균 복잡성,Hl(M):제조 복잡성,Hl(A):조립 복잡성)

C=Pi*Vi*Wi (2)

(C:수,Pi(순 )=1,Vi:값,Wi:가 치)

(2)원격 운 효율성 원격 운 성 종합 분석결과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를 한 원격 운 효율성 운 성 분석결과,표

3.3.2.2와 표 3.3.2.3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원격 운 효율성은 트 제거방식

이 우수(평균값 :2.6 비 상 값 :4.0)하고,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원격 운 성

은 단방식이 우수(평균값 :2.4 비 상 값 :3.5)하다.그림 3.3.2.7에서 원격 운

효율성 원격 운 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방법은

단방법이 합한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후속공정의 변수가 있을 때, 를 들어 기

계 탈피복의 사용여부,산화 탈피복의 탈피복률 등을 고려하면 다른 해체방법이

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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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2 원격 운 효율성 종합 결과

집합체해체 운 효율성(O)

번
호

항목

1안 2안 3안 4안 5안

T/B 노즐을
Shearing 한 후
인출

T/B 노즐을 Saw 
Cutting 한 후
인출

트, T/B 노즐을
제거한 후 인출

 T/B 노즐을
Laser Cutting 한
후 인출

T/B 노즐, 
Assembly를
Chopping한 후
탈피복

우
선
순

값
가

치

합
계

우
선
순

값
가

치

합
계

우
선
순

값
가

치
합계

우
선
순

값
가

치

합
계

우
선
순

값
가

치

합
계

1 운 시간 1 0.4 1.5 0.6 2 0.3 1.5 0.45 4 0.1 1.5 0.15 3 0.2 1.5 0.3 5 0 1.5 0

2 Tool, 장비
Size

3 0.2 1 0.2 2 0.3 1 0.3 1 0.4 1 0.4 5 0 1 0 4 0.1 1 0.1

3 동력크기 3 0.2 1 0.2 4 0.1 1 0.1 1 0.4 1 0.4 2 0.3 1 0.3 5 0 1 0

4
Tool,장비/
치

Control
1 0.4 1.5 0.6 2 0.3 1.5 0.45 5 0 1.5 0 4 0.1 1.5

0.1
5 3 0.2 1.5 0.3

5 유지보수
성

4 0.1 1 0.1 2 0.3 1 0.3 1 0.4 1 0.4 3 0.2 1 0.2 5 0 1 0

6 Tool 수명 2 0.3 1 0.3 3 0.2 1 0.2 1 0.4 1 0.4 4 0.1 1 0.1 5 0 1 0

7 고장률 3 0.2 1.5 0.3 1 0.4 1.5 0.6 2 0.3 1.5 0.45 5 0 1.5 0 4 0.1 1.5 0.15

 8
후속공정
효과성 4 0.1 2 0.2 2 0.3 2 0.6 1 0.4 2 0.8 3 0.2 2 0.4 5 0 2 0

 9 근성 3 0.2 1.5 0.3 2 0.3 1.5 0.45 1 0.4 1.5 0.6 5 0 1.5 0 4 0.1 1.5 0.15

10
공간 활용 3 0.2 1 0.2 2 0.3 1 0.3 1 0.4 1 0.4 5 0 1 0 4 0.1 1 0.1

총 합계 3.0 3.75 4.00
1.4
5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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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해체 원격 운 성(R)

번
호

항목

1안 2안 3안 4안 5안

T/B 노즐을
Shearing 한 후
인출

T/B 노즐을 Saw 
Cutting 한 후
인출

트, T/B 
노즐을 제거한
후 인출

 T/B 노즐을
Laser Cutting 한
후 인출

T/B 노즐, 
Assembly를
Chopping한 후
탈피복

우
선
순

값
가

치

합
계

우
선
순

값
가

치

합
계

우
선
순

값
가

치

합
계

우
선
순

값
가

치

합
계

우
선
순

값
가

치

합
계

1 근성 3 0.2 1.5 0.3 2 0.3 1.5 0.45 1 0.4 1.5 0.6 5 0 1.5 0 4 0.1 1.5 0.15

2 Tool 원격
취 성

1 0.4 1.5 0.6 2 0.3 1.5 0.45 5 0 1.5 0 4 0.1 1.5 0.15 3 0.2 1.5 0.3

3
T/B 
Nozzle제거
조작성

1 0.4 1 0.4 3 0.2 1 0.2 4 0.1 1 0.1 5 0 1 0 2 0.3 1 0.3

4 공간 활용 3 0.2 1 0.2 2 0.3 1 0.3 1 0.4 1 0.4 5 0 1 0 4 0.1 1 0.1

5 모듈간섭 4 0.1 1 0.1 2 0.3 1 0.3 1 0.4 1 0.4 3 0.2 1 0.2 5 0 1 0

6 시야확보 3 0.2 2 0.4 2 0.3 2 0.6 1 0.4 2 0.8 5 0 2 0 4 0.1 2 0.2

7 단순성 3 0.2 1.5 0.3 2 0.3 1.5 0.45 5 0 1.5 0 1 0.4 1.5 0.6 4 0.1 1.5 0.15

8
Tool 
Position 
Control

1 0.4 1.5 0.6 2 0.3 1.5 0.45 5 0 1.5 0 4 0.1 1.5 0.15 3 0.2 1.5 0.3

9 Tool Size 3 0.2 1 0.2 2 0.3 1 0.3 1 0.4 1 0.4 5 0 1 0 4 0.1 1 0.1

총 합계 3.1 3.50 2.7 1.10 1.6

표 3.3.2.3 원격 운 성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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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방법에 따른 원격운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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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 공정장치 원격운 평가

(1)탈피복 장치 모듈화설계

모듈 디자인의 기 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모든 공정에 용하기는 어렵다.따

라서 일반 으로 용하기 해서 많은 부품 에 공통요소가 많은 부품을 상으로

선정하 다.이를 해 탈피복 장치를 상으로 주 모듈 부품을 선정하고 분해조립 가

능성,가시성,간섭, 근,무게 등의 견지에서 원격 운 성을 분석하고 평가 하 다.

한 요소부품으로 일반 으로 상업 으로 사용되는 볼트, 랜지,밸 ,모터 등의

상부품들도 고려하 다(그림 3.3.2.8,그림 3.3.2.9).

그림 3.3.2.8 탈피복 장치 3D그래픽

그림 3.3.2.9 탈피복 장치 주 상 모듈 선정

탈피복 장치의 원격 운 성 평가의 목 은 탈피복장치에 구성된 보편화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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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의 원격 운 성 평가를 통하여 처리 단 공정장치에 범용 으로 용할 수 있

기 함이다.원격 운 성의 양호한 평가는 모듈화가 잘된 장치 부품의 높은 유지보수

성을 제 조건으로 한다.따라서 원격 운 성과 유지․보수성 설계를 해 제시된 일

반요건을 토 로 모듈 반자동화 상을 분석하고,결정하 다. 장치의 주요 구성

은 크게 히터부 모듈,반응부 모듈,지지부 모듈,그리고 배출부 모듈 등으로 되어 있

다.

반응부 모듈 설계에서 반응기 구동 모듈부의 착․탈 부분은 베벨기어와 5̊의

경사 이트 구조를 반 하고 인양 고리에 의한 모터 모듈의 슬라이딩 운동으로 쉽

게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설계하 다.반응기 모듈은 SF용량 50kgHM/batch규모

로,직경(D)은 350x길이(L)400mm로 결정하 고,헐/분말 이송 모듈 조립 경사각

(transferslopangle)을 45̊로 하 다. 한 배출 부 설계에 있어서 나이 게이트 밸

(knife-gatevalve)모듈은 공기 냉각장치(aircoolingsystem)를 고려하 으며,클램

탈착 방식의 모듈화 개념 고려하 다.용기와의 배출부 속은 분말용기(30L)와 헐용

기(20L)의 용량을 고려하 으며,배출부 연결부분은 시블 용 방법을 혼합한

모듈형태로 하 고, 한 배출부 모듈의 엔드캡 탈착은 후슬라이드 방법을 용하

다.지지부 모듈에서 유지․보수를 하여 회 이트 모듈은 장치 체가 하단부

의 50cm 치에서 180도 회 하는 (plate)을 고려하 다. 한 지지축의 일정한

치에 장치 회 치 제어용 스토퍼를 설치하 다.원격성 취 을 해서 제시된 모듈

화 방법들은 핫셀 내 처리공정장치의 모듈화 설계에 일반화하여 용할 수 있고,

처리 단 공정 별 설계 특성 악을 해 활용 할 수 있다.

(2)탈피복 공정장치 원격운 평가

탈피복 장치의 원격 운 성 평가를 해서 모듈화된 부품의 원격 유지보수 시

험을 수행하 다.이를 해 3차원 모델링을 참고하여 모듈부품들을 제작하고,조립하

다(그림 3.3.2.10).그림 3.3.2.11에서와 같이 모듈들의 분해/조립 가능성 시험은 크

인과 매니퓰 이터를 사용하 다. 상 모듈은 히터,반응기,모터,밸 등 4개의 상

으로 원격성 시험을 수행하 다.그 결과 표 3.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모듈들은

12분에서 72분 사이에서 원격 분해조립이 원활히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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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0 탈피복 장치

(a-1)heater (a-2)assembling/disassembling (a-3)heatermodule

(b-1)reactor (b-2)assembling/disassembling (b-3)reactor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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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motor(c-2) assembling/disassembling(c-3) motor module

그림 3.3.2.11 탈피복 공정 장치의 원격 운 성 시험

표 3.3.2.4 모듈 분해조립 시험 결과

Modules

Time,min Results

(PossibilitiesofA/D) remarkDisassembling Assembling

Heater(2M) 32 47 Good

Reactor 53 72 Good

Motor 12 21 Good

Valve(2V) 24 36 Good

(3)원격성을 고려한 처리 공정 핫셀 시설 요건

원격 운 을 필요로 하는 시설,특히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은 원격성에 필요

한 장비와 속을 최 화 하여야 하고,완벽한 성능과 기동성 힘 반 을 갖춘 서보

메니퓰 이터에 바탕을 둔 유지보수 계통,시설의 채택을 통해 운 시간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탈피복장치의 원격성 시험을 고려하여 표 3.3.2.5에서와 같이 처리공정이

일반 으로 핫셀에 용될 수 있는 물리 조건,환경 요인,원격성,콘트럴,제염 등

의 견지에서 처리 공정시설의 일반 요건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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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고려사항

장치 설계 기 - 

물리 제약

  셀 내의 장치 는 부품들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이송 포장의 100 cm 지름 100 cm의 높이 안에 들어갈 것
- 크 인으로 취 하는 경우 무게가 2,000 kg 미만일 것
- EMM(electro-mechanical manipulator))으로 취 시 무게가 350 kg 미만일 것
- Telescope-manipulator로 취 하는 경우 무게가 25 kg 미만일 것
- Master-slave manipulator로 취 하는 경우 무게가 10 kg 미만일 것

장치 설계 기 - 

환경 요인

  셀 내의 장치 는 부품들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온도: 35 oC ± 5 oC
- 압력: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압
- 방사선 장 - <105 Roentgen/hr, 108 R cumulative
- 지진 - 장치가 설치된 시스템에 험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지역 특화된

설계 기반 지진을 견딜 수 있어야 함

장치 설계 기 - 

제어 시스템

  셀 내의 제어 시스템은 아래의 사항을 사용해야 함
- 단 자장치, 신호 조 모듈, 로그램 가능한 논리 제어장치, 그래픽 기반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은 셀 외부에 둠

- 220 V 제어 워 ( 합한 곳에 사용)
- 스 치 센서의 경우 24 V 워
- 원격 보정 조정이 센서
- K 타입 thermocouple ( 합한 곳에 사용)
- Brushless 모터

장치 설계 기 - 

원격 운 유지/

보수

  셀 내에서 사용되는 장치는 원격 운 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원격으로 유
지/보수 교체가 가능해야 함

  셀 내에 설치되는 장치는 아래에 열거한 방법들을 이용해 원격으로 유지/보수
가 가능해야 함

- 원격 manipulator를 이용하여 셀 내에서 부품이나 모듈의 교체를 통한 수리
- 원격 제염 후, hot 유지/보수 구역 glove 벽을 통한 수리
- 원격 제염 후, hot 유지/보수 구역에서 수작업을 통한 수리

원격 운 유지/

보수 - 원격 방법을

이용한 셀 내에서

의 수리

  셀 내는 방사선 오염 수 이 높기 때문에, 부분의 셀 내 설치 장치는 원격
manipulator를 이용한 셀 내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셀 내 장치에서 비 구 인 특정 종류의 장치에 한 원격 교체 방법이 최 화
되어야 함

- 기 모터 구동기, 센서 한계 스 치, 기 배선, 공정 부품
  최 화 시에는 slip coupling, 신속분리 잠 장치 (quick-release fasteners), 정렬 가
이드, 주변 기 연결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원격 운 유지/

보수 - 오염 제거

후 glovebox에서의

수리

  셀 내 일부 장치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glove-box에서 유지/보수 됨
  복잡한 장치의 주기 인 유지/보수를 해 특별한 glove-box가 제공되어야 함

( , master-slave manipulator의 끝부분 오염)
  복잡한 장치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고 노출부분은 오염의 제거
가 용이해야 함

  장치가 수리를 해 glove-box로 이송되기 에 장치 체의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원격 운 유지/

보수 - 오염 제거

후 수동 수리

  셀 내의 일부 장치는 크기 문제로 인해 수동 유지/보수가 요구됨
  큰 장치의 경우 비 구 이거나 주기 인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부품은 원격으
로 제거하여 수리 혹은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수동 수리가 필요한 장치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노출된 부분은 오염
제거가 용이해야 함

  장치가 수리를 해 유지/보수 구역으로 이동하기 에 장치 체의 오염을 제
거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장치 설계 기 - 

설계 최종 목표

  다양한 시스템에 일반 인 부품들을 사용할 것 ( , 모터, 진공 펌 , 제어장치, 
로그램)

  작업, 이송, 유지/보수 에 방사선 오염을 근원부터 방지
  높은 수 의 방사선 오염에 노출된 장치의 경우에는 수동 유지/보수를 피하여
개인 방사선 피폭 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표 3.3.2.5 처리 핫셀 내 시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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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 설계

가.단 공정 별 장치 비개념 평가

(1)단 공정별 장치 개념 분석

(가) 처리 공정장치 비개념설계 주요요건

SF 처리 공정은 50kgHM/day의 생산량(throughput),1년당 근무 일

250일의 조업 일수(fullcapacity)를 가정하 다.본 개념설계는 국내 경수로에 사용된

연료 KSFA형(16x16)을 기 으로 모든 종류의 PWR연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일 단 공정이어야 한다. 한 처리 공정은 85%의 이용률(availability)로 10Ton

HM/year의 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반 연속식 공정이어야 한다.공정 속도는 1주일

당 6일 이용률을 기반으로 하고,기계 처리는 하루당 약 1개의 PWR을 처리해

야 한다.다음 표 3.3.3.1은 조업일수에 한 캠페인기간을 보여 다.

표 3.3.3.1 운 종업 캠페인 일수

Operation

TotalOperationdays:250days/yr(24h/day)

-FirstCampaignPeriod:37days

-CampaignPeriod:11days

-NumberofCampaign:20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연료 캐니스터,핸들러에 한 기 조건은 표 3.3.3.2

와 같다.

표 3.3.3.2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연료 캐니스터,핸들러 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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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16x16)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우라늄 무게:481kg

-지르칼로이 무게:138kg

[Fuelrod정렬/ 집 니스터 무게]

-가로:0.22m,세로:0.22m,길이:4.3m,두께:0.015m

-무게:0.22x4.3x0.015x4x7.85=0.446ton

Bottom & topnozzlee(84kg)의 무게를 배제하고

567kg으로 가정한다.

[Fuelhandlingfixture무게:200~300kg]

[Fuel핸들러 용량:]

-2x(481+138)+567+300=1,105kg->3ton

처리 공정시설은 mechanicalcell,storagecell,chemicalcell로 3가지 셀 개

념을 가정하여 설정 하 다.

-mechanicalcell:다운엔더 Ü 해체 Ü 인출/

-storagecell:fuelcanister,NFBCcanister

-chemicalcell: 단,탈피복-분말화,혼합,원료물질제조

공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해체 Ü 인출 Ü 단 Ü 탈피복-/분말화 Ü 혼합 Ü 원료물질제조

한 각 단 공정 별로 개념 설계요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정하

다.

-해체 :drilling방식

- 인출 :multi-연료 인출방식

- 단 :multi-연료 단 방식

-탈피복-분말화 :산화 방식

-혼합 :Vtype

-원료물질 :granule(orpe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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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 공정장치 배치 개념가정

그림 3.3.3.1과 같이 처리 단 공정 장치 배치에 한 개념을 가정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다운엔더에서 수직에서 수평으로 안착되고,커 테이블(cutting

table)에 수평으로 이송되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클램핑(clamping)된다.커 테이

블에 놓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상하부노즐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에서 제

거된다.상하부노즐이 제거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클램핑 인출테이블에 안착되고

클램핑 된다.이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가 연료 을 인출하고 로드

집시스템(consolidationsystem)으로 이송시스템에 의해 이송시킨다. 집된 연료

은 퓨서(pusher)에 의해 연료 니스터에 의해 장 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

연료 단장치로 이송된다.연료 단장치에 의해 일정한 간격으로 연료 이 단

되고, 단연료 은 탈피복 장치로 이송된다.탈피복 장치에서 단연료 이 500
o
C에

서 공기에 의해 산화되어 분말과 헐로 분리되고,산화분말은 균질도를 향상하기 하

여 혼합장치는 회 된다.균질한 산화분말이 되면 고온휘발성 산화장치로 투입되어

1200
o
C 고온까지 상승시키면서 휘발성 물질들을 배출시키고,최종 그래뉼 펠릿

(granularpellet)이 만들어져 다음공정인 환원 공정으로 이송된다.

그림 3.3.3.1과같이 처리공정의 단 공정 수는 크게 7공정으로 나뉘다.

즉 다운엔더,해체장치,연료 인출장치,연료 단장치,탈피복 장치 혼합장치,고

온휘발성 산화장치로 설정 하 다.단 공정 간의 연계장치,이송,사용후핵연료 집합

체 취 ,검사 장치는 다음과 같다.

-수직스캐 (verticalscanne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핸들러(verticalhandler)

-턴테이블(turntable)

-수평 핸들러(horizontaltable)

-인출테이블(extractiontable)

-푸셔(pusher)

-로드 회 공 장치(rodrotation&feedingsystem)

-스토리지 랙(storage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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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ENDER

UPPER CUTTING SYSTEM

CUTTING TABLE

ROD COMPACTION 
SYSTEM

CLAMPING TABLE ROD EXTR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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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TEM

HULL STORAGE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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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처리 공정장치 배치 개념 가정도

(2)단 공정별 장치 개념

본 단 공정에서 제시하는 design은 아래의 특성들을 제로 하 다.

1)본 단 공정들은 최신 control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 된다.

2)유지 보수 시에 빠른 교체가 가능하도록 부품들을 모듈화 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한다.

3)본 단 공정들은 유지 보수 wasteproduct를 최소화하기 해 내방사성

재료 등 radiationhardened부품들을 사용한다.

4)연료와 NFBC canister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해 별도의 clean

contaminatedcell이 따로 제공된다.

5)본 단 공정들은 오염된 crud cutting과 fine에 해서 control

collection기능을 제공한다.

6)본 단 공정들의 equipment들은 기성 부품들을 구매하거나 기 제작된

structure를 이용하여 제작을 쉽게 하고 비용을 일 수 있도록 한다.

7)본 단 공정들은 국내 경수로에서 사용되는 PWR연료들 모든 종류

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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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모든 일반 비정상 (off-normal)조업 시에 연료의 완벽한 추 이 제

공 된다 (totaltraceability).

(가)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제원

그림 3.3.3.2에서와 같이 16x16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제원은 다음과

같다.연료 수는 236개이고,총길이는 452.5cm이다.연료 길이는 409.4cm이고,폭

은 20.7cm이다.연료 의 외경은 0.952cm, 두께는 0.057cm, 체무게는 651.0kg,우

라늄 무게는 486kg,그리고 지르칼로이(zircaloy)무게는 138kg이다.

처리 공정의 체 설계기 은 16x16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제원을

기 으로 하여 설계되었다.표 3.3.3.3은 16x16P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제원의 상세

규격을 보여 다.

그림 3.3.3.2  16 x 16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제원(16x16 YG, 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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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3 16x16P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상세 제원(16x16YG,UG)

(나)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핸들러

그림 3.3.3.3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핸들러의 개념설계도이다.개념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P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이동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연

료 핸들러는 안테나 형 강체(telescopicrigidbody)로 설계되어야 한다.

-원격 조작을 해 grapple장치는 가이드핀 과 찰을 한 CCTV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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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어야 한다.

-capacity:max.liftingcapacity(5ton)-min.liftingcapacity(3ton)

-selfnavigation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trolleyspeed:4,2,1.6m/min,3steps

사용후 핵연료집합체 취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확실하게 붙잡아

서 작업 도 에 상단고정체 와 하부가 분리되는 일 없이 안 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

록 하기 한 핵연료 취 장치이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상단고정체에 형성된 핑

거홀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와 결합시키기 하여 핑거 구동장치가 이용된다.즉,

블튜 내에 삽입되어서 상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와 더욱 견고히 결합시키기 한

슬리 확 장치,그리고 핑거 구동장치와 상기 슬리 확 장치를 지지하기 한

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사용후 핵연료집합체를 이송시키는 장치이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핸들러의 설계를 해서 16x16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규격을 고려했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핸들러가 상부 노즐에 닿는 순간 걸려

있는 크 인을 들어 올리면 자동으로 결합되게 설계하 다. 한 처리공정의 셀 바

닥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게이트가 열리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핸들러를 사용

해서 사용후핵연료 풀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직으로 끌어 올리 수 있는 구조

로 고려하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끌어 올리거나 수평으로 이동 도 에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 핸들러의 기구학 구조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흔들리지 않도

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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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핸들러 (b)핑거 구동장치

그림 3.3.3.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핸들러 와 기구학 원리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

그림 3.3.3.4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의 개념설계도이다.개념평가

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driveactuatortype:

기 모터,유압 모터

*단, 에서 언 된 모터들의 성능 비교가 필요함.

-drivesystem의 속도가 monitor되어야 함 (DCservo를 추천).

-근 S/W 혹은 체 가능한 센서를 이용해 모든 조작의 이동 종료가 확

인되어야 함.

-Clamping장치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가해지는 힘을 조 하여

공간격자,연료 혹은 하부노즐이 휘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함.

-각 grid에 가해지는 최 clamping힘:240kg

-하부노즐에 가해지는 최 clamping힘:900kg

-Clamping장치의 열림 혹은 닫힘 치를 설정하기 해 내부 limit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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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용되어야 함.

그림 3.3.3.4에서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 장치의 주요구성은

슬라이딩부,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리 부,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지지부등 크게 3가

지로 나뉜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수직 스 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정상/비정

상의 상태 여부를 검사한 후,수직 핸들러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 옮겨

지게 된다.이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의 기 상태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 다. 한 안 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지지부,클램핑부의 최

힘을 고려하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환될 때의

환 시간은 30 로 설정하 으며,수평 안착 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하여 지부근에

감지센서 치를 계산하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회

되는 각속도(30 /90°)를 고려할 때 감지센서 치는 지 면에서 30° 이 당하다.

5641

330.21730.5508

508

990.6

495.3

35.6

304.8

609.6
1058.7

609.6

3104 CARRIAGE TRAVEL

838.2

381

527.3

456

1390.6

A

BC

그림 3.3.3.4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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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

그림 3.3.3.5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의 개념설계도이다.개념평가

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단 기술이 고려되어야 함.

ㆍarcsaw

ㆍlaser (Nd:YAG)

ㆍbandsaw (hacksaw)

ㆍdrillandIDtubecutter

-guidetube의 상하부노즐의 단 제거 기능을 제공.

-3축 방향에서 단을 한 정확한 치 control제공

ㆍ 치 선정 정확도:±0.25mm

- 단 tool교체가 용이해야 함.

-가능한 경우 단 tool에 냉각 윤활 기능을 제공함.

-향후 처분을 해 cuttings,fines 다양한 hardware를 수거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공정 생성된 Zrfine의 자연발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fines필터의 교체가 용이 해야 함.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치 인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상하부노즐의 지지격자 이음쇠의 자동 치이동

-이음쇠 치를 인식하며 드릴링 작업

-분리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상하부노즐의 수거기능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drillinghead

-upperX-Y-Zturntable

-low X-Yturn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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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ingdriver

-dischargecontainer

-servoDCmoto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상부노즐과 하부노즐을 제거하는 이유는 다음공정

인 연료 인출 장치에서 연료 이 인출을 하기 해서 이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노즐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크게 단, 단,와이어, 이져 방식 등이 있다.그림 32와

같이 P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를 하여 드릴링 방식을 채택하 다.개념분석

을 통해서 B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는 디스크 톱의 사용이 당하며,PWR사용

후핵연료 집합체에는 드릴링 방식이 구조상으로 합함을 알 수 있었다.PWR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의 종류에 따라 드릴링 치가 다르기 때문에 치제어(positioncontrol)

와 해제장치 하단과 간에 있는 X,Y,Z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고안 하 다.고

안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는 국내에서 가동되는 모든 PWR사용후핵연료 집

합체를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서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B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방식으로 당한 디스크 쇼(disksaw)

단방식은 가이드 튜 를 직 커 (cuting)하기 때문에 단 도 에 많은 미세분말들

이 발생된다.이는 화재발생의 험 군을 높이는 인자가 된다.그러나 PWR방식인 드

릴링 방식은 상하부 노즐과 가이드 튜 의 체결부 만 드릴링하기 때문에 미세 분말

보다는 크기가 큰 칩(chip)이 발생되어 화재 험성이 어든다. 한 향후 상세설계

시에 드릴링부와 가이드 튜 의 인입각도를 15°이상으로 해주면 발생되는 칩(chip)이

가이드 튜 안으로 들어가 발생 폐기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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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36.8
208.3

367.5

1604.8

Discharge To Filter

784

2750 to Floor

392

1629.2

343

245

그림 3.3.3.5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 개념도

그림 3.3.3.6은 드릴링 부를 확 한 부분도이다.드릴링 부는 3개의 드릴 날

을 가지고 있다.그림의 좌측에 있는 x,y,z의 치좌표를 인식하기 해서 먼 내방

산선 카메라의 비 (vision)인식이 필요하고,모든 P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제원

이 테이터 서보(dataservo)에 장되어 있어야 한다. 를 들어 16x16PWR사용후핵

연료 집합체의 경우, 심을 포함해서 21개 가이드 튜 가 있는데 드릴링부의 3개의

날이 상하부노즐의 치 정보를 가지고 번갈아가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와 노즐 속

부를 커 을 하게 된다. 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와 분리된 노즐들은 드릴작업 시 발

생되는 칩(chip)과 함께 해체장치 하단에 있는 노즐 수집용기에 낙하되도록 하 다.사

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는 3개의 드릴 날이 번갈아가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과열

을 방지할 수 있지만 화재 방지 안 도를 높이기 하여 드릴 홀더에 에어 냉각

(cooling)시스템을 설치하 다.



-123-

36.5
60.8

72.9

159.2

206.4
100.7

11923.8

210

535.6 To NEXT GRID

그림 3.3.3.6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 드릴링 부

(마)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

그림 3.3.3.7,그림 3.3.3.8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의 개념설계도

이다.개념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고정 역할을 함.

-최 clamping힘은

ㆍ각 grid의 경우:240kg

-길이 수직 방향으로 정확한 치 선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합한 센서에 의해 모든 clamping작업의 종료가 확인되어야 함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은 그림 34와 그림 35와 같이 사용후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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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집합체의 클램핑 부와 높이조 지지부로 구성하 으며,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클램

핑부는 수평클램 와 수직클램 로 구성되었다.상하부노즐이 제거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수평 핸들러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에 안착되면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의 입에 있는 수평 클램 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클램핑

한다.클램핑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는 서보 DC모터에 의해 수직 클램 안으로 진입

을 하고 리 센서에 의해 멈춘다.수직 클램 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그리이드 상부

를 클램 한다.

그림 3.3.3.8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 과 사용후핵연료 집합

체 인출 장치간의 치제어는 사용후핵연 의 인출을 해서 매우 요하다.이를

해서 높이 조 지지부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클램핑부가 높이 조 지지부 상

로 놓이게 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장치의 그리퍼 모듈의 센터와 일치

시기키 해서 높이 조 지지부의 하단에 높이 조 용 서보 DC모터를 설치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장치가 사용

후핵연료 을 인출하기 해서 두 장치의 연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사용후핵연

료 집합체 인출장치의 그립핑 힘(Gripingforce)한 후 인출 력 이 과도하면 사용후핵연

료 이 손될 수 있다. 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에서 클랭핑 힘

(Clampingforce)가 과도하면 지지격자가 변형되거나 사용후핵연 인출 시 구동장치

에 부하가 발생되어 고장의 원인이 된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은 인출력과 클램핑 힘의 제어(control)를

해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 클램 부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장치의

그립핑부에 로드셀(loadcell)이 장착되도록 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

이블에 치한 서보 DC모터,로드셀,리미트 SW 그리고 각 종 sensor등은 메카니칼

셀 밖에 있는 앙 제어 센터에서 컨트럴(cotrol)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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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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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 상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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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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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그림 3.3.3.8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 하부 개념도

바)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

그림 3.3.3.9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의 개념설계도이다.개

념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연료 을 잡을 수 있도록 합한 gripper를 제공함 (최 gripping힘:

160kg).

-Clampingtable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연료 을 당김 (최

pullingforce:90kg).

-Pulling작업 gripping pulling힘이 monitor되어야 함.

-별도 작업 없이 붙어있는 연료 을 제거 할 수 있는 안 장치를 제공해

야 함.

-비정상 연료 에 한 pulling방법을 제공해야 함.

- 합한 센서를 이용해 연료 의 휘어짐 정도를 monitor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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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된 연료 에서 떨어진 펠렛을 수거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Fines,crudes, 단부스러기의 수거 조 기능을 제공함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장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rodgrippinghead

⦁unclampingpiston

⦁clampingpiston

⦁piston

⦁lateraljaws

⦁cylinder

⦁lateralpistonpushers

-sidetransfermechanism

-consolidationtable

-pullheaddrivers

-hopper

-rakecarriage

-slipsheets

-rodpushercarriage

-rake

-rakepivotdrive

-gateactuator

-rakepositionerdrivermotor

-slipsheetmount

-rodholddownplate

-gate

-rakecarriage

-rodsupportrail

-rodplatform drive

-rodpusher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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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 개념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테이블 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고정되게 되

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후방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퓨셔(pusher)(그림

3.3.3.29)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을 동시에 15cm를 압출

한다.이때 압출된 연료 들을 그림 3.3.3.10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장치의

그립퍼가 그립핑(gripping)을 하게 된다.

그림 3.3.3.10-a,그림 3.3.3.10-b에서 그립핑(gripping)원리를 보면 각 연료

은 grippinghead에 있는 grippingjaw에 의해 잡히고,모든 연료 은 grippinghead

가 되돌아오면서 동시에 당겨진다.Gripping작업을 통해 모든 연료 들이 각각의

쪽 끝에서 grippinghead에 고정되게 된다.Grippinghead는 traversing카트에 장착되

어 있고,카트가 뒤로 이동하면 연료 을 당기게 된다.grippinghead에는 jaw 다발이

있어서 각 연료 이 2개의 jaw 사이와 고정된 벽에 의해 잡힌다.유압이 연료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의 가장자리에서 가해져 각 연료 들이 잡히면,grippinghead는 기계

으로 고정되어 연료 인출 작업을 한 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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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PWR 혹은 BWR 연료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기능과 기본 형태는

동일하지만,아래의 설명은 16x16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기 으로 하 다.

그림 3.3.3.10-b에서 piston은 수직 내벽을 지나 반 사다리 jaw에 으로 하여 jaw

와 ejector에 은 압력을 가해주게 된다.이 압력은 pistoncap과 grippinghead의 외

부 벽 사이의 수직 빔에 의해 가해지며,이동식 수직 key에 의해 안쪽으로 힘이 유지

된다.2개의 채 에 해당하는 2개의 key가 arm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계 잠 장

치를 형성한다.

연료 들은 grippingjaw에 삽입되게 되고,연료 을 잡도록 신호가 오게

되면 2개의 수평 실린더가 head의 바깥 쪽 병에 힘을 가하게 되고 이 힘이 수직 빔에

의해 pistonhead에 달된다.pistonhead에 가해진 힘은 grippingjaw에 수평 방향으

로 달된다.스 링 와셔가 압축되고 나면,grippingjaw가 각 의 연료 을 압박하

여 모든 jaw가 단단히 되도록 한다.이 때,수직 실린더는 기계 잠 jaw를 꽉

른다.이 게 되면 모든 연료 들이 grippinghead에 단단히 고정되고 기계 으로

힘을 하게 된다.이후 실린더가 뒤로 이동하게 되며,연료 추출 과정 동안 연료 들

을 head에 고정하기 한 추가 인 압력은 필요치 않다.

그림 3.3.3.9-2의 로 인출된 연료 들은 그림 3.3.3.9-1의 인출 연료 측

면 이송 메커니즘(sidetransfermechanism)에 의하여 이크 캐리지(rakecarriage)

치로 이송되게 된다.그림에서 와같이 인출 연료 측면 이송 메커니즘은 서보 DC모

터와 리니어 가이드(linearguide)등으로 구성되며,인출된 연료 들을 측면으로 어

주는 역할을 한다.리니어 가이드(linearguide)의 총 행정 (stroke)은 1,500mm로 설

계하 고,이동된 인출 핵 연료 들의 치는 이크 캐리지 에 멈추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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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D GRIPPING HEAD

CYLINDER

UNCLAMPING
PISTON

CLAMPING
PISTON

STRUTURE

PISTON

LATERAL PISTON PUSHERS

RODS

LATERAL
JAWS

SEE THE A -1

453

206

536

(a) 체도

 GRIPPING HEAD- DETAILA -1

CORRIDORS

CORRIDORS
SLIDE FACE

FUEL RODS

CROSS SHAPED 
JAWS

227

OD9.52-THICK0.57

(b)부분도

그림 3.3.3.10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 그리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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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1에서 이크 동작 드라이 (rake pivot driver) 와 이크 캐리지(rake 

carriage)에 의해 이송된 연료 들은 게이트 로 이송되고, 게이트 액 에이터(gate 

actuator)에 의해 게이트가 열리면 게이트 안으로 연료 들이 인입된다. 이때 연료 들

의 인입개수가 카운터(count)된다. 한 인입된 연료 들은 연료 홀드다운 이트

(hold down plate) 에 쌓이게 된다.

그림 3.3.3.11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의 인출연료 측면이송원리

그림 3.3.3.12에서 연료 재 system은 연료 을 hopper에 재하고,

hopper를 가득 채운 연료 들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 에 있는

consolidationcanister로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연료 재 system의 주요 부품

들은 slipsheetassembly,hopperdrive,hopperstructure,rodpusherdrive,roller

funnelassembly이다.hopperdrive는 연료 supportplatform을 상하로 구동하는 역

할을 한다.그림 39-6의 platform은 각 열의 연료 들이 hopper로 이송되고 나면 사

에 지정된 일정 거리만큼 아래로 내려간다.rodpusherdrive는 hopper에 있는 연료

들을 축 방향으로 어서 rollerfunnelassembly를 통과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 에 있는 consolidationcanister안으로 넣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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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2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 연료 퓨셔 메커니즘

(사)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

그림 3.3.3.13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의 개념설계도이다.

개념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연료 을 착 재 정렬 해주는 기능을 제공함.

-연료 feeding장치

⦁Feeding장치의 방에 연료 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Feeding거리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상황에 따라 알맞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료 이송 clamp장치

⦁일정한 길이만큼 잡을 수 있게 하고,연료 을 잡아 때 연료 이

그러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연료 이송 clamping장치는 연료 단 시 연료 이 회 하지 않도

록 지하고,연료 의 심을 clamping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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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단 blade 단 장치

⦁ 단 날은 내마모성이 좋은 재질을 선정하여 열처리 후 사용하고, 단

후 연료 안쪽에 burr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

⦁ 단 시 blade이송부의 흔들림 공차는 ±0.02,직각도 ±0.02이내로 하

여야 한다.

⦁ 단 disksaw가 진행 시 유격이 없어야 함

-집진 장치

⦁집진장치는 연료 단 시 열 발생으로 인한 화재 험성이 없는 재질

을 선정한다.

⦁화재발생 가능성 분진 발생 방지 기능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단장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cuttingpart:disksaw

-shearingpart:crankblade

-idlepart

⦁tensionspring

⦁aircylinder

⦁rails

⦁idlerroller

⦁segmentgear

⦁rack

-feedingpart

-clamppart

스트로크(short-stork) 단기술을 이용해서 잘게 잘려진 연료 (min

2cm)을 얻을 수 있도록 스테핑모터에 의해서 치 제어(control)를 할 수 있게 설계하

다. 한 후속공정의 기계식 탈피복이나 화학식 산화 탈피복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

록 연료 단과 단을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 다.외국의 자

료에서 보면 단날이 2000에서 3000번 사용하면 날 부근에 딱딱한 연료 덩어리가 생

성되는데 이는 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향을 다. 한 ORNL의 경우 5982번 자른

후에 이가 나갔다고 보고하고 있다.[참고].그러나 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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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치는 노치(notch)효과를 이용하여 디스크 톱날로 일차 으로 3mm의 깊이로 연료

을 후에 단블 이드를 이용하여 단을 하면 쉽게 연료 을 할 수 있으며,

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메카니칼

셀(mechanicalcell)에서 캐미칼 셀(chemicalcell)로 인출 연료 들이 이송되기 해서

는 먼 두 셀 간 사이에 있는 셀 게이트가 열리게 된다.셀 게이트가 열리면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에 의해 연료 들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의 베드 로 놓이게 된다.베드 에 놓인 연료 들은 불규칙 으로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아이들 모듈은 베드 평면에 무작 로 쌓인 인출 연료 들을 규칙 으로

평평하게 배열 시켜 다.

ROD CUTTING SYSYTEM-ASSEMBLY

IDLE MODULE

B

D

F

E

CUTTING MODULE

COLLECTOR

SHEARING

CLAMPING

A

C FEEDING

그림 3.3.3.13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 개념도

그림 3.3.3.14에서 아이들 모듈(idle module)은 아이들과 피니언(rack

pinion)구동원리를 이용하여 설계되었다.그림 3.3.3.14-a,그림 3.3.3.14-b에서 아이들

모듈의 작동원리를 보면,수평직선기어를 갖는 랙이 스퍼(spear)기어의 원 기어에 맞

물려 진을 하면 아이들 롤러가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왕복 이동되고,구동모

터와 기계 스 링 암에 의해서 불규칙 으로 배열된 인출 연료 들은 수평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된다.

배열된 인출 연료 들은 그림 3.3.3.13의 C부분과 아이들 모듈의 서보 DC모

터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단, 단 모듈인 B,C로 이송된다. 단, 단 모듈로



-135-

이송된 단 연료 들은 그림 40의 E에서 클램핑된다.클램핑된 인출 연료 들은 그림

40의 단 모듈(cuttingmodule)에서 디스크 톱날(disksaw)에 의해서 인출 연료 들

윗면에 해 깊이 3mm의 단을 한다.디스크 톱날(disksaw)이 작업을 수행하고 나

서 기 치로 복귀하면 그림 40의 D에서 단작업을 수행한다. 단작업에 의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단된 연료 은 하부에 있는 수집통(collector)에 수집된다.사용후핵

연료 집합체의 사용후핵연료 의 단작업을 수행하는데 기존 선진외국에서는 처음부

분과 끝 공정의 단작업의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 과 정교하고 조 한 찹핑

(chopping)을 수행할 수 없는 기술 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용

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의 아이들 모듈 원리와 과 치 정 제어 등의 기술

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 IDLE MODULE-1

215

636

SIDE

1124

1554

IDLER 
ROLLER

TENSION SPRING

AIR CYLINDER

RAILS

MOT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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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LE MODULE-2

IDLER ROLLER
SEGMENT 

GEAR

RACK

CARRIAGE

TRAVEL

FUEL ROD BUNDLE

(b)

그림 3.3.3.14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 아이들 메커니즘

사용후핵연 을 단하면 안에 있던 잔존가스들이 출된다.이 가스들은

해도가 높기 때문에 셀 안에서 별도로 포집할 필요성이 있다. 한 인출연료 의

단과정에서 분말들이 셀안으로 확산될 우려를 안고 있다.그림 3.3.3.15와 같이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 인출 연료 단장치를 감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 연료

단장치 챔버(cuttingchamber)를 설계하 다.핵연료 단 장치 챔버의 주요구성

을 보면 인입(feed)부와 하우징(housing),커버,배출부(discharge),구동부(hydraulic

actuator),잔존가스 출구 그리고 유틸리티 등으로 구성하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 연료 단장치 챔버의 특징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 연료 단장치

단장치의 유지보수,운 을 해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 연료 단장치 챔버

커버와 구동부(hydraulicactuator),유틸리티부가 모듈화 구조로 설계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단장치 챔버 개념은 다음과 같이 모듈화하 다.

-feedgate

-cove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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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part

-junctionbox

-compactorjumper

-hydraulicactuator

그림 3.3.3.15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 챔버

(아) 단연료 산화 탈피복장치

그림 3.3.3.16과 같이 단연료 산화 탈피복장치는 산화가열부,반응부,헐,

분말 회수 부 유틸리티부,배출부,구동부로 구성된다.

구동원리는 반응부에서,2∼7cm로 단된 사용후 핵연료 연료 은 투입구

로 산화가열부 내부의 반응부로 투입된다.투입된 후 반응부는 3∼5rpm으로 회 된

다.반응부에 의해 반응부 내의 사용후 핵연료 연료 은 500℃ 와 공기 분 기에서 고

온 산화 공정을 거치게 되면서 연료 내의 펠릿은 가루가 되어 연료 밖으로 나온

다.분말화가 된 가루는 메시 형태의 반응기 하부로 빠져서 분말 통로로 이동되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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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한 반응부의 회 방향을 반 로 하면 이송 스크류에 의해 헐은 헐 통로로 이

동된다.이때 바로 에 있는 분말,헐 배출부의 밸 를 열어주고,동시에 에어락커(air

rocker)를 작동시키면 두 물질은 분말과 헐 회수부로 수집한다.회수한 분말 헐 용

기는 고안된 배출부 모듈에 의해 쉽게 분리되어 혼합과 고온산화 휘발성 공정을 거쳐

속 환공정으로 크 인에 의해 이송된다.

단연료 산화 탈피복장치에서 2개의 모듈로 구성된 산화가열부는 라인

(line)가이드 모듈 에서 슬라이딩(sliding)되며,에어실린더 모듈의 작동에 의해 쉽게

개폐된다. 한 반응부 회 은 분해조립형 구동 모터 모듈에 의해 회 되며,회 수가

조 된다.장치 모듈의 소재는 주로 SUS계열로 이루어지며,각각의 모듈들은 수직,수

평으로 분해 조립이 가능하며, 한 유틸리티 모듈을 분리한 후,락(lock)핀을 제거하

면 장치가 180도 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3.16  단연료 산화 탈피복장치

(차)고온휘발성 산화장치



-139-

그림 3.3.3.17과 같이 주요구성은 반응기 가열기,가스 열기,반응기

(retorttube),회 시스템,틸 시스템,가스 공 부, 임으로 하 다.

그림 3.3.3.17 고온휘발성 산화장치

고온휘발성 산화장치 장치는 UO2 simfuel소결체 사용하여 이를 산화처

리를 하여 U3O8분말 U3O8형 simfuel분말을 만든 후에 본 생성 분말을 그 로 사

용하거나 U3O8조립체 U3O8형 simfuel조립체를 만들어서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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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속공정인 해환원공정의 처리효율을 증 시킬 수 있는 구형도가 높은 그래뉼형

태의 원료입자를 제조하기 한 장치이다.고온휘발성 산화장치 장치의 주요기능은 원

통형의 UO2 simfuel소결체를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Voloxidizer)에 장입한 후에

400～600
o
C의 산소분 기에서 산화시켜 U3O8분말 U3O8형 simfuel분말로 만든다.

이러한 분말을 그 로 사용하거나 U3O8조립체 U3O8형 simfule조립체를 만들어서

1100～ 1200
o
C의 불활성(알곤) 진공분 기에서 열처리를 하여 그래뉼형태의 원료

입자를 제조한다.그래뉼을 4%H2-Ar분 기에서 추가열처리에 의해서 O/U=2.0으로

제어한다,즉 UO2.0로 만든다.그래뉼형태의 원료입자를 회수한다.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voloxidizer반응기 크기 (그림 3.3.3.18)

-voloxidizerUO2 simfule처리용량

U3O8형상 U3O8 도
설계기

(그림 44)

처리량/batch

(UO2기 )

U3O8부피충 율

(H2기 )
분말 1.5g/cm3 H1/H2<0.5 ～30kg 36%

조립체
3.0g/cm3

(37% TD)
H1/H2<0.6 ～50kg 47%

-voloxidizer온도 batch당 사용시간 :1200±10
o
C,15시간

-voloxidizer압력 & 진공도 :2kg/cm
2
,약 1torr유지(1200±10

o
C에

서)

-voloxidizer회 속도 :최 5rpm

1500mm

5
0
0
m

m

2
5
0
m

m

기전 가 드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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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8 반응기 크기

(3)원격성 반 단 공정장치 개념설계

원격운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모듈 반자동화 상을 분석하고,결

정하 다.모듈화 설계를 하여 원격운 유지․보수 치침에 근거한 일반 모듈화

요건을 설정하고,3D를 구축하 다.원격성 취 을 해서 제시된 모듈화 방법들은 핫

셀 내 공정장치의 모듈화 설계에 용될 수 있고,설계 특성 악을 한 재활용

가치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원격성을 반 한 단 공정 장치 개념설계를 해서 아래의 사항들이 설계에

고려되었다.

1) 본 단 공정장치들은 가장 가벼운 PWR assembly를 기 으로 10

MTHM/year를 조업할 수 있도록 보수 으로 설계되었다.

2)본 단 공정장치들은 작업 효율 향상을 해 복수의 조업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 다.

3)RBT를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handling

NFBChandling조업 시 이동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equipment배열을

고안하 다.

4) 측하지 못한 고장 가능성을 이기 해 모든 구조 부품들 drive

system들은 보수 인 에서 size되었다.

5)유지 보수를 이기 해 모든 부품들은 (rollerscrew,bearing,linearrail

등)기 수명을 최 로 할 수 있도록 size되었다.

6)본 장치의 equipment들은 고장이 나기 쉬운 부품들(motor,sensor,gripper

head등)을 쉽게 교체하여 유지 보수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7)모든 equipment들은 교체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equipment혹은

equipment의 어떤 part라도 원격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 한다.

8)본 단 공정장치들은 서로 다른 PWRassembly를 작업할 때 부품의 교체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9)연료 단 장치는 다양한 연료 type에 해 기구 교체 없이 작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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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되었으며,최장 시간 동안 가장 빠른 조업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

다.이러한 장 을 얻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기 수명을

높이기 해 cuttingrate를 감소시키는 신 두 개의 cuttingtool즉 단

과 단기능을 grouping하여 동시에 여러 개 연료 의 cutting작업이 가능

하도록 함으로서 체 공정시간을 최소화와 단 단 날 수명을 연장

하 다.

10)본 단 공정장치들은 waste를 (crude,fines,endfitting 등)수집

handling하여 배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1)본 공정장치는 방사선 강화 부품을 사용하여 유지 보수를 일 수 있도록

고려한다.

12)본 공정장치는 개발 system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이거나 없애기

해 최 한으로 규격품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한다.

앞에서 언 된 모든 특징들은 30년 가동기간 동안 부품 장치의 교체를 통

해 유지 보수,돌발 상황,system 교체의 상황에서 장비의 정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보수 으로 size된 system을 제공함으로써,본

설계가 제시된 생산 속도를 충족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각각의 처리 단 공정에 해서 원격운 과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하

기 해서 모듈화 일반요건을 설정하 고,설정된 요건을 근거로 하여 단 공정 설계에

반 하 다.그러나 본 개념 설계에서는 주요 상 모듈만 분석하여 선정되었고,상세

설계 단계에서 세부 모듈 상을 선정하고 고려할 정이다.모듈화 설계를 한 일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모듈화 설계를 한 일반 요건

원격성 반 을 하여 모듈화 일반요건을 단 공정장치 개념설계에 고려하

다.[모듈화 일반요건 참조]

(나)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 3D

Downender(그림 3.3.3.19)는 모든 종류의 연료 핫셀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

록 안 하게 치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이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를 수직 방향에서 수평 방향으로 치를 바꾸어주어 cell안에서 다음 공정에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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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평이송장치의 axialpositioning을 통해 사용

후핵연료 집합체를 턴테이블로 옮겨 다.Downender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cell에

재하는 공정에서만 이용된다.본 장치는 cell내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재

수평 환이 종료되면 downender는 다음 작업이 시작 될 때까지 수직 치로 놓여진

다.Downender(그림 3.3.3.19)는 welding된 구조 steel과 plateassembly로,기능 수행

에 필요한 drivesystem,sensor,support가 장착되어 있다.본 system은 4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 motormodule

2) slidemodule

3) clampmodule

4) Fuelassemblybottom supportsystem

Stationarybasesystem은 downender에 주 지지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3.3.3.19에 나타낸 supportmodule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직 에서

수평 방향으로 치를 변경할 때 주 지지 역할을 한다.motormodule은 support

module이 수직에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clamp

module은 수직에서 수평 방향으로 환하는 작업 시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restraint와 support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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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9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 3D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 3D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는 (그림 3.3.3.20)다양한 종류의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의 nozzle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본 장치는 rotarydrillingmodule

이 장착되어 있다.Rotarydrillingmodule은 모든 종류의 PWR연료에서 upper&low

nozzle을 제거할 수 있고,normal연료 처리 조업 시에 사용된다.upper&low제거를

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는 rotarydrillingmodule과 X-Yslidemodule을 이

용해 PWR연료 공정에 사용된다.upper lowernozzle제거는 방법상으로 동일하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는 drillingmodule을 positioning하는데 필요한 drive

와 sensor가 포함되어 있다.

의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장치에 추가 으로 crud,fines pellet

을 수거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다.

-crud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

치에 계속 인 진공 장치를 설치하 다.



-145-

  모든 먼지 입자들이 공기에서 분리되고 수거 vessel로 배출된다.

  한 2개의 이동식 진공 system이 제공되는데 장치의 주기 인 청소

연료 pellet의 수거를 해 사용한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는 (그림 3.3.3.20)welding된 구조 steel과

plateassembly로, 치제어(positioncontrol)기능 수행에 필요한 서보 drivesystem,

sensor,support가 장착되어 있다.본 system은 8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

1) motormodule-5module

2) supportmodule

3) x-yslidemodule

4) drilling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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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0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 3D

(라)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 3D

연료 인출 장치는 2개의 assembly고정체에서 한 열의 연료 집합체들

을 한 번에 취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연료 들이 assembly에서 인출되고 나면

연료 들은 compaction 장치에서 가로 방향으로 compaction 된다.16x 16PWR

assembly의 경우 모든 연료 이(236개)assembly에서 한 번에 인출되고 236개의 연료

이 hopper에 한 번에 재된다.카운터된 연료 들이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 연료 단장치로 이송된다.

연료 인출 장치는 PWRassembly용 2개의 베드 1개의 베드로부터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의 모든 연료 들을 한 번에 인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사용후

핵연료 집합체들의 지지격자(gride)들은 인출 과정 동안 인출장치 clampingtable에 의

해 자리를 잡고 고정된다.연료 인출 장치는 pullheadassembly와 pullheaddrive

로 구성된다.pullhead는 연료 의 모든 열 부를 잡아서 빼내서 내려놓게 된다.이

후 pullhead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빠져 나온 연료 들은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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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의 일련의 rail 로 떨어지게 된다.그러면 연료 들은 pullheaddrive아래

치로부터 으로 이동되고,pullhead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다음 열을 잡을 수 있

도록 비된다.

연료 인출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부터 연료 들을 인출하고 집

하고 퓨서에 의해 연료 들을 연료 회 공 장치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인출 장

치는,sidetransfermechanism,rakeassembly,hopperloadingsystem,그리고 연료

재 system 모두 consolidation table에 장착되어 있다(그림 3.3.3.13).각 ball

screw들은 DCservomotor에 의해 구동된다.

각각의 pullheaddrive는 supportframe에 부착된 mountingframe이 있다.

이를 통해 2개의 drive가 원격으로 한 번에 혹은 개별 으로 제거가 가능하다.Pull

head는 각각의 연료 을 인출 할 수 있도록 개별 인 gripper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었

다.연료 마다 지름,간격,열당 연료 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pullheaddrive

설계를 이용해 모든 연료 design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다.하지만 모든 pullhead의

작동 원리는 같다.screw는 작은 DCgearmotor에 의해 작동된다.Pullhead에는 연

료의 종류에 따라 2,4혹은 5개의 motor가 달려 있다.연료 인출시의 pullforce

data는 개별 gripper에 장착된 loadcell를 통해 제공된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 pullhead는 carriage의 ballscrew

아래로 나와 있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carriage는 조업 후 clamptable에 놓여야만

원격 교체가 가능하다.pullheadassembly는 carriageframe의 slot에서 움직이는

T-rail을 가지고 있다.pullhead는 수평 방향으로 설치된다. 한 pullhead와 carriage

의 연결은 수평 captivescrew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 장치는(그림 3.3.3.21)welding된 구조

steel과 plateassembly로, 치제어(positioncontrol)기능 수행에 필요한 서보 drive

system,sensor,support가 장착되어 있다. 한 연료 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그리퍼 모

듈에 유압 제어시스템으로 구동하도록 하 다.본 system은 5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

듈로 구성되어 있으며,인출 연료 의 개수가 카운터 된다.

1)extractionmodule

2)transfer&rakemodule

3)consolidationmodule

4)pushermodule

5)gripper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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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1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 3D

(마)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 3D

Zirconium 혹은 발화가 가능한 어떤 다른 물질에 있어서 자연 발화의 가능

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따라서 zirconium에 한 특성을 분석하 고 zirconium의 chip

size 환경에 따른 자연 발화 특성을 확인하기 해 문헌 조사를 진행하 다.이러한

근거를 토 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zirconium의 자연 발화를 최소화하기 해 설계

에 반 되었다.

1) Coarsetoothsaw blade(3-4teeth/cm)를 사용하 다.이 때,cutting

fines의 부피 최소화 하기 해 blade의 두께는 최 한 얇게 하 다.

2) Saw blade의 feedrate speedrate은 cutting과정 에 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택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는 (그림 3.3.3.22)welding된 구조

steel과 plateassembly로, 치제어(positioncontrol)기능 수행에 필요한 서보 drive

system,sensor,support가 장착되어 있다. 한 인출 연료 의 단 수행 발생하는

잔존가스 방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 챔버를 제

공하 다.본 system은 6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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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dlemodule

2)cuttingmodule

3)shearingmodule

4)supportmodule

5)clampmodule

6)pushermodule

그림 3.3.3.22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 3D

(바) 단연료 산화 탈피복장치 3D

산화 탈피복장치의 유지보수를 한 세부 부품 군(집합)은 히터,에어 실린

더,utility,반응기구동,반응기,나이 게이트,배출부,반응기 지지부, 기 센서 등

으로 구성된다.

모듈별 요건을 보면

-히터 모듈부

ㆍ통상 사용온도 500~600oC,(Max.8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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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승온 속도 :10∼ 20
o
C/min

ㆍ반응로에 에어락커를 부착하 을 때 진동을 주더라도 module 형

heater가 이탈되거나 흔들림이 없어야한다.

-Utility모듈

ㆍAir냉각라인은 고온에 의해 열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SUS재질로

하며,에어를 조 하는 regulator를 달아 다.

ㆍGasin/outline:knifegatevalve는 gas가 2-way로 순환하게해서

단연료 내 U3O8을 분말화할 수 있고,장치 내에 붙어 있는 분말까

지 으로 떨어 질 수 있게 한다.

-반응기구동 모듈

ㆍrpm:1-15rpm

ㆍmotor사양:ACservomotor

ㆍ정역회 방식으로 구동되어야 함.

-반응기 모듈

ㆍ반응기 모듈은 메시형 반응기,커버,shaft부 헐,분말 배출라인을 한

모듈로 한다.

ㆍ반응로 두께 :6t이상

-배출부 모듈(나이 게이트 모듈)

ㆍValve규격 :SUS304knife,gatevalve

ㆍ온도 조건:800도의 반응기 내부온도에 열 변형이 없어야하고 이때

압력 3kg상태에서 시료의 leak가 없어야함

ㆍMaterial:SUS304L

ㆍ반응기 max.온도:800
o
C를 고려하여 한 쿨링 장치를 고려한다.

ㆍon*off방식:aircylinder양 로드 형

유지보수 요건을 보면

-모든 유지보수용 볼트/ 트는 captivetype로,가능한 3/4“크기로 통일

되게 한다.

- 상 메카니즘은 가능한 15kg이내의 량으로 모듈화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상 메카니즘은 필요에 따라 체결이 용이하도록 힌지용

토 클램퍼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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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단연료 산화 탈피복장치는 (그림 3.3.3.23)welding된 구

조 steel과 plateassembly로,온도제어(temperaturecontrol)기능 수행에 필요한 온도

센서,히터,컨트롤러 등 이 장착되어 있다.본 system은 6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heatermodule

2)motormodule

3)outletmodule

4)slidemodule

5)reactormodule

6)supportmodule

그림 3.3.3.23 단연료 산화 탈피복장치 3D

(사)고온휘발성 산화장치 3D

원격 유지보수를 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반 하여 설계하 다.

-모든 장치의 탈부착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와 제작을 하여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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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O2 simfule소결체의 산화처리는 450～700
o
C에서 수행하며,1회

처리 최 무게가 53kg이므로 voloxidizer는 열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

다.

- 한 사용압력 2kg/cm
2
,진공도 1torr의 압력에 견디어 내어야 하며,

leak와 고온의 조건에서 각각의 결합부 기기의 변형이 없어야하며

특히 고온에서의 열변형을 고려한 상세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

-반응기(voloxidizer)의 1200
o
C에서 최 운 시간은 약 15시간 정도이

며,가열 냉각시 간을 포함하면 약 36시간이 소요된다.따라서,장시

간운 에 따른 가열부 주변장치가 고온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장치의 작동은 정숙하고 원활하여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용

도특성에 합한 회 구동부를 사용하여 장치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sealingo-ring이 하는 부 는 특히 정 가공하여야 한다.

-장치의 회 구동부 회 /고정 환부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고온휘발성 산화장치(그림 3.3.3.24)는 welding된 구조 steel과 plate

assembly로,온도제어(temperaturecontrol)기능 수행에 필요한 온도 센서,히터,컨트

롤러 등 이 장착되어 있다. 한 투입구/배출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 실린더에

의해서 틸 (tilting)시스템을 갖는다.본 system은 5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

되어 있다.

1)motormodule

2)cylindermodule

3)supportmodule

4)in&outletmodule

5)reactor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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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4 고온휘발성 산화장치 3D

(아)사용후핵연료 분말혼합장치 3D

사용후핵연료 분말혼합장치는 사용후핵연료 분말의 균질도를 양호하게 하

기 하여 분말을 혼합하는 장치이다

그림 3.3.3.25는 사용후핵연료 분말혼합장치의 개념설계도이다.개념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혼합은 충분히 강렬하게 이루어져 당한 혼합시간 동안에 TRU핵종

분포가 분말혼합을 통하여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혼합용기는 조립기의 배출구 그리고 compactingpress와 공 구와 잘

맞게 함으로써 용기간의 물질이송의 필요성을 최소화한다.

-혼합은 분말의 분산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 히 된 용기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장비가동에 따른 진동이 hotcellworkingtable방향으로 달되지 않

도록 한다.

-혼합용기는 분말의 feedhopper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혼합기의 회 속도와 혼합시간은 핵연료의 특성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가변시킬 수 있는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



-154-

사용후핵연료 분말혼합장치(그림 3.3.3.25)는 welding된 구조 steel과 plate

assembly로,회 제어(rotationcontrol)기능 수행에 필요한 컨트롤러 등 이 장착되어

있다. 한 투입구/배출구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본 system은 2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rotationmodule

2)supportmodule

그림 3.3.3.25 사용후핵연료 분말혼합장치 3D

나.시설 인허가 항목 분석

(1)장치연계 비개념

(가)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수평 핸들러 3D

그림 3.3.3.26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수평 핸들러의 개념설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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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연계 비개념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 안 한 clamping 장치가 제공되어야 하고 clamping 힘 조건은

downender의 경우와 동일하다.

-Safetyfactor를 고려하여 liftingcapacity는 최소 3톤이 되어야 한다.

-모든 clamping조작의 이동 종료는 합한 sensor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림 3.3.3.26-a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핸들러는 PWR16x16사

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취

될 수 있는 구역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풀(pool)에서 들어 올릴 때,수직 스 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에 안착 시킬 때만 사용된다. 한 스토리지 랙에 장

할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핸들러의 특징은 PWR16x16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상부노즐 에 올려놓고 크 인으로 올리면 즉각 체결되는 원

리이고,수직 스 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운엔더에 재하고 나서 체결장치만

풀어 주면 풀어지는 기구학 구조이다.다만 P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형태가 변

경되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핸들러의 크기도 변경되어야 한다.

그림 3.3.3.26-b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평 핸들러는 PWR16x16사용

후핵연료 집합체를 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취 될

수 있는 구역은 턴테이블,인출테이블,로드 회 /공 장치에 사용된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평 핸들러의 특징은 구동모터와 베벨기어의 구동에 의해 수평상태의 PWR

16x16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체결되는 원리이다. 한 PWR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형태가 변경되면 리 센서 치만 변경시켜주면 된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핸들러는 (그림 3.3.3.26-a)welding된 구조 steel

과 기구학 으로 구성된 탈착부로 구성되어있다.본 system은 2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hangermodule

2)clampmodule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평 핸들러는 (그림 3.3.3.26-b)welding된 구조 steel

과 베벨기어 구도에 의해 구동되는 클램 부로 구성되어있다.본 system은 2개의 탈

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motor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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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lampmodule

(a)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핸들러 (b)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평 핸들러

그림 3.3.3.26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직 수평 핸들러 3D

(나)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턴테이블 3D

그림 3.3.3.27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턴테이블의 개념설계도이다.장치연계

비개념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고정 역할을 함.

최 clamping힘은

ㆍ각 grid의 경우:240kg

ㆍ하부노즐의 경우:900kg

-Waste물질과 crud를 수거하는 hopper의 지지 역할을 함.

-길이 수직 방향으로 정확한 치 선정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합한 센서에 의해 모든 clamping작업의 종료가 확인되어야 함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상부노즐과 하부노즐을 제거하기 해서는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를 고정하고 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장치

의 드릴링 모듈로 치하기 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턴테이블의 회 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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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도 회 각에 한 정 제어가 필요하고 지지격자부를 안 하게 클램핑할 수 있는

힘 조 이 필수 이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턴테이블장치는 회 각도와 클램핑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개념화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턴테이블(그림 3.3.3.27)은 welding된 구조 steel에 회

컨트롤러와 클램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한 일정한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서보 DC모터를 갖는다.본 system은 4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clampmodule

2)motormodule

3)rotationmodule

4)rollermodule

그림 3.3.3.27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턴테이블 3D

(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테이블 3D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테이블은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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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연료 인출 시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support positioning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테이블의 주 기능은 연료 인출 시에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의 support positioning이다.본 station은 program으로 높이 조

이 가능한 elevatingtable로 구성되는데,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정 한 positioning

을 통해 연료 인출 장치의 자동 조업을 가능하게 해 다.본 table은 2개의 PWR

assembly를 수용할 수 있다.본 table은 crudcollectionsystem과 연결되어 있어서 연

료 인출 시에 발생하는 crud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테이블은 그림 3.3.3.28에서 볼 수 있듯이

fixedbase와 이동 가능한 tabletop으로 구성되어 있다.base는 커다란 구조 용 물로

6x6structuraltubing으로 구성되어 있다.base는 tabletop을 상하로 움직이는 2개

의 5톤 capacityballscrew actuator를 지지한다.

tabletop에는 guidepin들이 놓여 있어서 다양한 clamp,support,연료

alignmentguide들의 치 선정 시에 사용된다.다양한 회사들이 제조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각 연료 design에 따라 tabletop의 특별한

arrange가 필요하다.clamp는 회 하여 grid로 내려와 연료 인출 시에 assembly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positioning slide를 통해 clamp는 upper

mostgrid 에 제 로 자리하게 된다.clamp는 slide에 원격으로 제거 장착 가능하

다.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연료 인출테이블은 (그림 3.3.3.28)welding된 구조

steel에 수직 수평클램핑을 한 로드셀(loadcell)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한 일정한

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서보 DC모터를 갖는다.본 system은 5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verticalclampmodule

2)supportmodule

3)liftingmodule

4)motormodule

5)horizontalclamp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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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8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테이블 3D

(라)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퓨셔(pusher)3D

연료 퓨셔는 (그림 3.3.3.29)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발에서 연료 을 빼

내기 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내의 모든 연료 들을 연료 퓨셔(pusher)앞에 장

착되어 있는 피스톤에 의해 동시에 앞쪽으로 어주는 역할을 한다.사용후핵연료 연

료 들은 연료 퓨셔의 다음공정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장치의 그리핑

헤드에 의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발로부터 당겨져 나오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의 상부노즐과 하부노즐을 모두 해체하는 이유가 연료 뷰

셔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들을 동시에 어주기 해서이다.본 개념 설계에서

는 하부에 리 부를 설치해 주어야 하나 2차원 컨트럴만 가능하도록 하 고,상세설

계에서 X-Y-Z컨트럴이 가능하게 할 정이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퓨셔는 (그림 3.3.3.29)welding된 구조 steel에

X-Y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다. 한 일정한 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서보 DC모

터를 갖는다.본 system은 4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x-yturntablemodule

2)slide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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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upportmodule

4)motormodule

그림 3.3.3.29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퓨셔(Pusher)3D

(마)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 3D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의 캐니스터(canister)안에 집(consolidation)된 연료 들을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 연료 단장치을 향해서 90도 회 하고 공 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사용

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인출 연료 단장치

베드 로 연료 들을 공 하기 하여 연료 공 장치의 행정(stroke)길이를 충분

히 길게 하 고,길이로 인한 처짐을 고려하여 구조화 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그림 3.3.3.30)는 welding된 구

조 steel에 회 각과 치 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다. 한 일정한 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서보 DC모터를 갖는다.

본 system은 5개의 탈착 가능한 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feedsystem module

2)supportmodule

3)motormodu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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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otationmodule

그림 3.3.3.30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 3D

(바)사용후핵연료 분말,그래뉼 헐 스토리지 랙 3D

산화탈피복 공정반응 후,산화 탈피복 장치에서 분말화된 분말과 헐의 용가

가 사용후핵연료 분말,그래뉼 헐 스토리지 랙(그림 3.3.3.31) 에 놓인다. 한 고

온 산화장치에서 최종 으로 나온 그래뉼 형태의 최종 생성물을 담는 용기도 놓이게

된다.

스토로지 랙 에 있는 분말,헐 ,그래뉼 연료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산화 탈피복 장치에 분말과 헐이 나오면 스토리지 랙으로 이동한다.그다음에 분말용

기는 고온산화 장치로 이동하여 분말을 공 한다.빈 분말 용기 산화 탈피복장치 하단

의 기 상태 치로 이동한다. 한 헐은 폐피복 처리공정으로 이동하고,고온 산

화로에서 나온 그래뉼 연료는 스토리지 랙에 올려놓고 다음공정인 해환원 공정으로

공 하기 해서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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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ranularproductsvessel

2)powdersvessel

3)hullsvessel

그림 3.3.3.31 사용후핵연료 분말,그래뉼 헐 스토리지 랙 3D

(사)장치연계 처리공정 비개념

그림 3.3.3.32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 간의 장치연계를 반 한

비개념도이다.장치연계 처리공정 개념평가를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장치 설계 기 -물리 제약

  셀 내의 장치 는 부품들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이송 포장의 100cm 지름 100cm의 높이 안에 들어갈 것

⦁크 인으로 취 하는 경우 무게가 2,000kg미만일 것

⦁EMM(electro-mechanicalmanipulator))으로 취 시 무게가 350kg

미만일 것

⦁Telescope-manipulator로 취 하는 경우 무게가 25kg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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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lavemanipulator로 취 하는 경우 무게가 10kg미만일 것

-장치 설계 기 -제어 시스템

  셀 내의 제어 시스템은 아래의 사항을 사용해야 함

⦁단 자장치,신호 조 모듈, 로그램 가능한 논리 제어장치,그래

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은 셀 외부에 둠

⦁220V제어 워 ( 합한 곳에 사용)

⦁스 치 센서의 경우 24V 워

⦁원격 보정 조정이 센서

⦁K타입 thermocouple( 합한 곳에 사용)

⦁Brushless모터

-장치 설계 기 -설계 최종 목표

  다양한 시스템에 일반 인 부품들을 사용할 것 ( ,모터,진공 펌 ,

제어장치, 로그램)

  작업,이송,유지/보수 에 방사선 오염을 근원부터 방지

  높은 수 의 방사선 오염에 노출된 장치의 경우에는 수동 유지/보수를

피하여 개인 방사선 피폭 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3.3.32와 같이 처리의 주요 단 공정 즉,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다

운엔더,해체장치,연료 인출장치,인출 연료 단장치, 단연료 산화 탈피복장

치,사용후핵연료 분말혼합장치 그리고 고온휘발성 산화장치로 구성하 다. 한 주요

단 공정을 연계시키기 해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평/수직 핸들러,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턴테이블,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인출테이블,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퓨셔(pusher),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연료 회 공 장치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분

말,그래뉼 헐 스토리지 랙 등으로 구성하 다.

특히 기계장치들을 다루는 메카니칼 셀에서 분말 산화를 다루는 캐미칼 셀

의 간에 인출연료 이송 게이트를 설치하 다.이는 캐미칼 셀에서 연료 을 단

할 때 발생하는 분진가루와 산화 탈피복장치 공정 운 상에서 발생하는 분말 등으로

인해서 매카니칼 셀의 기계장치들을 보호하기 해서 별도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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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2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 간의 장치연계를 반 한 비개념도

(2)시설 인허가 항목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시설 인허가 항목을 도출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요건을 반 하 다.

-장치 설계 기 -환경 요인

  셀 내의 장치 는 부품들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온도:35±5
o
C

⦁압력: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압

⦁방사선 장 -<105roentgen/hr,108Rcumulative

⦁지진 :장치가 설치된 시스템에 험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지역

특화된 설계 기 기반의 지진을 견딜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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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설계 기 -원격 운 유지/보수

  셀 내에서 사용되는 장치는 원격 운 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원격

으로 유지/보수 교체가 가능해야 함

  셀 내에 설치되는 장치는 아래에 열거한 방법들을 이용해 원격으로 유

지/보수가 가능해야 함

⦁원격 manipulator를 이용하여 셀 내에서 부품이나 모듈의 교체를 통

한 수리

⦁원격 제염 후,hot유지/보수 구역 glove벽을 통한 수리

⦁원격 제염 후,hot유지/보수 구역에서 수작업을 통한 수리

-원격 운 유지/보수 -원격 방법을 이용한 셀 내에서의 수리

  셀 내는 방사선 오염 수 이 높기 때문에, 부분의 셀 내 설치 장치는

원격 manipulator를 이용한 셀 내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셀 내 장치에서 비 구 인 특정 종류의 장치에 한 원격 교체 방법이

최 화 되어야 함

⦁ 기 모터 구동기,센서 한계 스 치, 기 배선,공정 부품

  최 화 시에는 slip coupling,신속분리 잠 장치 (quick-release

fasteners),정렬 가이드,주변 기 연결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원격 운 유지/보수 -오염 제거 후 glovebox에서의 수리

  셀 내 일부 장치는 복잡한 구조로 인해 glove-box에서 유지/보수 됨

  복잡한 장치의 주기 인 유지/보수를 해 특별한 glove-box가 제공되

어야 함 ( ,master-slavemanipulator의 끝부분 오염)

  복잡한 장치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고 노출부분은 오염

의 제거가 용이해야 함

  장치가 수리를 해 glove-box로 이송되기 에 장치 체의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원격 운 유지/보수 -오염 제거 후 수동 수리

  셀 내의 일부 장치는 크기 문제로 인해 수동 유지/보수가 요구됨

  큰 장치의 경우 비 구 이거나 주기 인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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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제거하여 수리 혹은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수동 수리가 필요한 장치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노출된 부분

은 오염 제거가 용이해야 함

  장치가 수리를 해 유지/보수 구역으로 이동하기 에 장치 체의 오

염을 제거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가) 처리 공정 핫셀 설계시의 주요 기본사항

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시설 인허가 항목을 도출하기 해서 다음

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 다.

-취 상 방사성 물질의 양,크기 형상

-방사능의 종류 에 지의 상

-시설이 생산용인가 연구용 여부

-습식 차폐실 or건식 차폐실

-취 해야할 용기의 종류

-취 상물의 반입 치

-유지.보수 작업의 종류

-시각 체계(Viewingsystem)의 종류

-특수조명

-원격 조작기의 종류

-유지 보수개념의 확립

-방사선외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나) 처리 공정 시설 인허가 항목

그림 3.3.3.33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핫셀의 시설개념을 보여 다.그

림과 같이 본 시설도면은 개념도이기 때문에 구체 인 인허가 항목을 도출하기 어려

웠다.다만 기본 인 단 공정들의 요건들과 시설의 주요요건 그리고 기타 항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개략 인 시설 인허가 항목을 도출 하 다.향후 구체 인 단

공정의 상세설계가 완성되고,핫셀의 배치 환경 요건을 고려하여 처리 공정 시

설 인허가 항목이 구체화 시킬 정이다.

   

-단 공정 장치별 기능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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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 장치에 한 방사선 감시 장비

-방사선 폐기물 발생원 종류

-단 공정 장치의 부산물에 의한 화재방지 능력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장치보유

-이송, 상 용기 취 계통의 확보

- 비 력 공 설비

- 기배선

-조명설비

- 지설비

-피뢰설비

-유틸리티

*시설용량

*기기선정에 한 안 성

*비상사성 배수 계통

*화제 방호설비

*핫셀 구역의 보조 시설

-공기 조화 환기 계통

*시스템 설계안 성

*공기조화 계통 안 성

*공기 조화 설비

*설계기

그림 3.3.3.33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의 핫셀시설 비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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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달성도

(%)

사용후핵연료

기계 탈피복-

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개발 검증

•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설계,제작

-기존 수평식 탈피복 장치 핫셀 운 결과 반 ,사용후

핵연료 연속 장입,탈피복후 사용후핵연료 회수,탈

피복후 폐 피복 연속 단방법 등의 개선항목 도출

-개선된 사항 반 한 수평식 탈피복 장치 설계,제작

-Dummy연료 이용 비 성능시험 :연료 연속장

입 확인,3.8m 길이 연료 탈피복은 10분 이내 가능

함 확인

• Mock-up시설 이용 장치 성능시험

-Mock-up시설에서 각 모듈별 단 장치의 분해,조립

성능시험 수행

-Dummy연료 이용 탈피복 성능 비시험 후,개선

사항 반 하여 탈피복 장치 제작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송

-이송 연료 :연료 체 이송

100

제 4장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과제는 한-미 공동결정(JD)에 의거하여 고방사성 핫셀에서 실제 사용후핵

연료를 이용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과제로서,사용후핵연료 재

활용을 한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의 선행 공정으로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처리 공정 핵심기술 검증 자료는 이로 공정과 연계되어 연구 개발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세부과제에서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취 핫셀 시설 장비,mock-up

시설,그리고 UO2 취 각종 실험 시설 장치들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핵심기술들은 검증하고 이로 공정과 한 연계성을 가지고 련 타 과제

연구개발에 범 하게 활용함으로써,세부과제 단계 연구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하

다.이상과 같은 각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 개발 실 은 표 4.1.1과 같으며,계획

비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하 다.

표 4.1.1.주요 연구항목별 연구개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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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GWd/tU(울진 3호기),55GWd/tU( 4호기),

35GWd/tU(고리2호기)→ 4.85kg(U)

-좌우측 연소도 낮은 부분을 포함한 연료 체 이송

-활용 목 : 체 연료 이용 분말 균질도 시험 수행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분말화 효율평가

-사용후핵연료 체 이용, 역별로 기계 탈피복

수행하고,회수된 사용후핵연료 입자 특성 제조된

분말 혼합 특성 시험 수행

-기계 탈피복시 앙 부분의 사용후핵연료 회수율은

약 88%,약 13% 사용후핵연료가 폐피복 내부 표면

부착됨을 확인.좌우측 역은 탈피복율 99% 이상으

로 확인

-사용후핵연료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기계 탈피복율은

감소함

- 체 연료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혼합에 의한 균질

도 즉 평균값을 기 으로 편차 %는 4시간 혼합시 약

6%로 나타남 :감마핵종 측정 결과 이용

•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기술검증

-효율 인 사용후핵연료 회수를 한 기계 탈피복-

분말화 복합처리 기술 검증 실험 수행

-수평식 기계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개발 황

을 제시하고 연소도별 기술 검증 시험 수행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열처리 분말 입자

특성 평가

•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Ru,Tc,Mo,Rh,Cs)방출거동

평가 방출거동 평가

- 휘발성핵종 방출거동 시험용 핫셀장치 보완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 방출거동 시험조건 설정

감마스펙/화학분석을 통한 방출거동 평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핵종 방출율이 연소도 경

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기체 종류에 따른 향

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핵종 방출율 종합

․1차 시험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Ru은 거의

량 방출(～99%),Cs핵종은 94%,,Mo는 54%,Rh은

～94%

․2차 시험(감마핵종 분석):Ru-106 (평균 70%),

Cs-134(평균 91%),Cs-137(평균 84%)

•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특성 평가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제조된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 측정을 한 sieve이용한 시스템 구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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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입자성장 특성 평가

-열처리 조건에 따른 입자 분포도 분석 결과 :500oC

산화 분말은 40 μm 이하가 부분인 반면,고온 열

처리분말은 70μm 이상이 71% ～ 74%

사용후핵연료 검증

을 통한 처리

원격 공정장치

설계요건 개발

비 개념설계

•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방안 도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핫셀 시험 경험을 반 하

여 효율 인 핵물질 회수를 한 건식 처리공정 개

념설계 필요성 제시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별 (집합체 해체,연료

인출, 단,탈피복-분말화,혼합, 해환원용 원료

물질 제조)세부 기술을 평가하여 효율 인 방안을 선

정하고 설계요건을 도출.

• 처리 공정장치 원격 운 특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설계요건을 바탕으로 원격

성 에서 기술 평가 :원격 운 성이 좋은 단방

식과 운 효율성이 좋은 트 제거방식이 합한 기

술로 고려됨.

-탈피복장치 원격운 을 한 장치 모듈화 분석 평

가를 수행 :주 모듈들의 분해조립 원활함을 확인

•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 설계

- 처리 단 공정별 개념 설계를 한 방식 선정

․해체 :drilling방식, 인출 :multi-연료 인출

․ 단 :multi-연료 단 방식

․탈피복-분말화 :산화 방식,혼합 :Vtype

․원료물질 :Fragment 다공성펠렛

-원격성 고려 처리 단 공정장치 설계를 한 모듈화

요건 고려 :SolidWorks 로그램 이용한 3D 구축

모듈화.

- 처리 공정 개념시설 :2개 셀(기계/화학셀)로 구성,

단 공정들 요건들과 시설 주요요건을 고려한 개략

인 시설 인허가 항목 도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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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1.기술 측면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탈피복 분말화 개선 기술 등의 핵심 기술 자료 등은

이로 공정을 포함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원천 기술로 활용 가능.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분말 혼합 균질도 분석 자료는 핵연료주기 공정

반 의 핵물질 계량 리에 직 활용 가능함.

-다양한 연소도 범 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건식 처리 공정에 한

핵심기술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장 재순환,처분 등 핵연료 주

기 연구 개발에 필수 인 기술 자료 생산에 기여함.

- 이로 공정에 앞서 불순물 제어를 한 처리 공정으로 활용하여 공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선행 공정으로서 역할도 기 됨.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건식 재가공 특성 평가 자료는 이로 공정 개발과 연계

하여 련 분야에 직 으로 활용함.

2.경제,산업 측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확보되는 원격 제조 핵심 기술 설비는 핵연료주기

공정 개발을 한 투자비용 감에 크게 기여함.

-핵연료주기 개발을 한 핵심 자료 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이 기 됨.

-사용후핵연료 감용을 한 해환원 기술과 사용후핵연료 재순환을 한 이로

공정 기술개발에 필요한 용량 핫셀 설계 공정 구축 기술 확보가 가능함.

-본 과제를 통해 확보 개발된 핵심 기술 시험 설비를 국내의 미래형 원자로 핵

연료 개발에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기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 됨.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재순환 산화물 핵연료 는 속

핵연료 특성 평가 자료 구축을 통해 원자력 기술 자립을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며,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을 래할 것으로 기 됨.

- 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탈피복-분말화 공

정 기술은 항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으로 주도권을 갖고 개발하고 있음.

미국 AFCI에서 용량 탈피복-분말화 공정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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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처리 공정 기술에 있어 기술료 수입도 상됨.

-핵물질 계량용 표 물질 제조 기술은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투명성 확보

에 활용되며,기술 수출도 가능함.

-본 기술의 실험 실증을 통해 미래형 핵연료주기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

기술의 세계 추세인 Gen-IV,INPRO,GNEP 로그램에 능동 인 처가 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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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제 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체계 구축

본 세부과제는 사용후핵연료를 형질 변경하여 이로 공정을 포함한 후행 핵연료

주기에 필수 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

과제로서,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를 수행하 다.

○ 실제 사용후핵연료 이용 건식 재가공 핫셀시험을 통한 처리공정 련 핵심기술

검증 후행 핵주기 분야에 활용성이 높은 연구 결과를 생산

-사용후핵연료 효율 인 회수를 한 연료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개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기계 탈피복-폐피복 산화 복합처리 검증

-사용후핵연료 이용 고온 열처리(～1,300℃)에 의한 연소도별 휘발성 핵종(Cs,

Mo,Ru,Rh,Sb)정량 방출자료 확보

-사용후핵연료 핫셀 운 경험을 반 한 처리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구축한 각 연구 항목별 세부과제 타분야 에의 활용방안

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 다.



연구 항목

세부과제 간

연계

타분야 연계

활용 세부과제 타분야

활용 연계 내용생산

과제

활용

과제

연계

타과제명

활용

시

사용후

핵연료

연소도별

기계

탈피복

분말화

검증자료

세부 3
세부 1

세부 2

고온

용융염

해환원

시스템

개발

2011년

상반기

반기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별 분말

화 특성 자료를 확보하고, 해환원

공정에 활용 가능한 fragment,분말

입자크기 측정 자료를 제공함

- 해환원 공정과 연계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자료 활용 방안 의 :특히

한미공동연구 공정분야 워킹그룹에

서 자료 공유

핵물질

계량

안 조치

기술개발

2011년

반기

-3.8m 길이 사용후핵연료 체를 이

송하여 연료 좌․우측과 앙 부

분의 사용후핵연료 분말화 특성자료

분말 혼합시 핵분열성물질 균질

도 평가 자료를 공유함 : 용량

이로 처리시설에서 핵물질 계량

에서 요한 변수임

사용후

핵연료

연소도별

세부 3
세부 1

세부 2

염폐기물

재생･고화

시스템

2011년

상반기

반기

-한미공동연구 추진을 한 처리

공정 략 수립 이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한 연구개발과 연

제 2 연구개발 결과 활용실 계획

1.연구개발 결과 활용성 종합

연구 결과물 활용성

○ 사용후핵연료 이용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 장치 기술 검증 자료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휘발성핵종

방출 거동 시험자료

○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별 고온 열처리

분말 특성 평가 자료

○ 처리 원격 공정장치 비 개념설계

자료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최 기술

선정에 활용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최 운 조건 설정에 활용

-모의 사용후핵연료 이용 Voloxidizer의

분말 입자성장 성능평가 검증자료 활용

-공학규모 처리 원격공정 장치 설계

개발 자료로 활용

2.연구개발 항목별 타과제 연계 활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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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핵종

방출자료

개발

계한 기술 의 :Cs,NM,I등의

핵종 휘발율과 염폐기물 처리기술의

효율성과의 상 성을 지속 으로

의함

처리

공정장치

비개념

설계 자료

세부 3
세부 1

세부 2

PWR

사용후

핵연료

부피감용

기술개발

2011년

후반기

-실증규모 이로 공정장치와 연계한

용량 처리 공정장치 개발을

하여,본 과제에서 생산된 비 개

념 설계자료는 향후 이로 일 공

정 구축을 한 자료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어 이의 방안을 지속 으로

논의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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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ImpactofHighBurnupUranium OxideandMixedUranium-Plutonium Oxide

WaterReactorFuelonSpentFuelManagement,IAEA NuclearEnergySeries

No.NF-T-3.8(2011)

○ StatusofDevelopmentsin theBackEndoftheFastReactorFuelCycle,

IAEANuclearEnergySeriesNo.NF-T-4.2(2011)

○ StatusofMinorActinideFuelDevelopment,IAEA NuclearEnergySeriesNo.

NF-T-4.6(2009)

○ System Design Description and Requirements for Modeling the Off-Gas

SystemsforFuelRecyclingFacilities,INL/EXT-10-18845,Rev.1(2010)

○ MathematicalModellingoftheVoloxidationProcess,Univ.ofSouthCalifornia,

DOE/ET/00944(1979)

○ NuclearFuels-PresentandFuture,J.ofNuclearMaterials(2009)

○ SpentFuelReprocessingOptions,IAEA-TECDOC-1587(2008)

○ Advances in Applications of Burnup Credit to Enhance Spent Fuel

Transportation, Storage, Reprocessing and Dispositions, IAEA-TECDOC-

1547(2007)

○ Processing ofUsedNuclearFuelforRecycle,UIC NuclearIssuesBriefing

Paper#72(2007)

○ Remote Maintenance Design Guide for Compact Processing Units,

ORNL/TM-2000/124(2000)

○ DesignandEvaluationofProcessesforFuelFabrication,QuarterlyProgress

Report#1,UNLVAAAUniversityParticipationProgram (2001)

○ EvaluationofMethodsforDecladdingLWR FuelforaPyroprocessing-Based

ReproocessingPlant,ORNL/TM-1210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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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명 취득일자 재 치 리자 NTIS번호

탈피복/분말화

복합처리장치
2011.02.21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재시험시설 1층 9206호
이 순

해당없음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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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공정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및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개발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공정 배기체 및 폐피복관 처리 기술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중 전처리 공정기술은 사용후

핵연료 습식 및 건식 처리 공정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선행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임. 이중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 세슘 등 핵종의 제거로 방사

능 준위가 약 50% 감소함. 이로 인해 후속공정의 방사능 부하가 감소하여 관련 시설

의 차폐 두께 감소, 공정장치의 내구수명 증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됨. 본 과제

에서 추진 중인 다공성 우라늄 산화물 입자는 전해환원 속도가 크고, 염 이송이 적으

며, 충전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음.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 중에는 Kr, Xe, H-3등

휘발성 배기체와 Cs, Tc, I 등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 발생하므로 시설의 안전 운영

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함. 상기 기체상핵분열 생성물을 선택적으로 포집하면 폐기물 처리 처분관점에서

많은 이득이 예상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3년간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DFDF 핫셀에서의 탈피복 실험

- 산화 탈피복 공정의 온도 영향 평가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DFDF 핫셀에서의 기계적 탈피복 기술

개선

-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연소도 영향 평가

-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DFDF 핫셀에서의 기계적 탈피복 성능

실험 및 평가

-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산화 분위기 영향 평가

•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 오존 산화조건 하 오존 농도, 온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 산화 온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 SIMFUEL을 이용한 산화 조건 하 연소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휘발성 산화 공정 실험 (약 1000 ℃ 이

상)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휘발성 산화공정 고온 감압 산화실험

-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한 공정 조건 설정

•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 200 gHM/batch 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및 배기체 실험장치 제작 및 성능 실험

- 세슘포집재 성능 확인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 단일핵종(Cs, Ru 등)이용 포집성능 개선

· SIMFUEL 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 사용후핵연료 산화 시 연소도별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및 다

성분 핵종 포집 성능 확인

- 200 gHM/batch 규모 SIMFUEL 이용 고온 감압 조건하 발생한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Ⅳ. 연구개발 결과

당해 단계기간 중 주요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 정적 조건하 연소도, 산화온도에 따른 산화탈피복 실험자료 확보

- 저연소도(37 GWd/tU) 사용후핵연료의 2.5 cm Rod-Cut의 경우 500℃, 공기분

위기에서 10시간 산화시 탈피복율이 99%이상

- 고연소도(50 GWd/tU 이상)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

로 회전운동이 필요한 것을 확인

- 고효율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 GWd/tU,

Zirlo 피복관)를 슬리팅하였음. 탈피복율 약 74%였고, 피복관 내면에 26% 핵

물질 잔류함. 산화탈피복 방법 추가 적용시 우라늄 회수율 99%였음

- 수평형 기계적 슬리팅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 1개를 슬리팅하는데 약

0.5분 소요되는 효율적인 공정임

•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 RuO2의 산화도 증대 및 CsI의 산화분해 실험을 하였으나 의미 있는 산화

거동을 확인할 수 없었음

- U3O8 분말은 200℃, 6시간 오존산화에 의해서 단사정계 구조의 ε-UO3 상으로

전환됨

- 휘발성 산화장치는 회전로형으로 고정 원통형보조기를 이용하여 고정형인 배기

체 처리장치와 일체형을 이루도록 특수 제작하였음

- 열처리는 산소분위기에서 2단계(500, 700℃) 산화 후 알곤분위기에서 1,10 0℃

/3hr로 하였으며, 회전로의 회전속도는 3 rpm으로 성능시험 및 확인

- 열역학적 특성계산에 의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휘발특성 분석

․증기압: Tc2O7 > Cs > Cs2O > Cs2O2 > CsBr > CsI > MoO3> RuO2>

Cs2Te > Cs2MoO4> Cs2UO4

- 공기분위기하에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휘발 특성분석

․Re(Tc대용): 330℃에서 산화, 370℃에서 휘발시작, 800℃에서 98% 제거됨



․CsI: 산화되지 않고 650℃에서 휘발시작, 800℃에서 98% 제거됨

- 금속석출물을 형성하는 단일성분의 금속분말을 열중량분석기로 산화 및 휘발

거동을 분석

․산화속도: Mo > Ru > Rh

․휘발성: MoO3 > RuO2 > Rh2O3

- 금속석출물 형성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처리 공정 조건 설정:

700℃, 3시간, 산소

-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및 SIMFUEL 이용 그래뉼형 원료입자 제조성 2회 시

험 확인

-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대를 위한 공정 조건 설정:

1200℃, 3시간, 7≦압력(torr)≦76

- 개조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1 mm 이상 그래뉼형 원료입자 제조 증대 확인: 1

mm이상 수율: 71 wt.%, 벌크 밀도: 5.07 g/㎤, 겉보기 기공율: 39.5%

•핵종별 배기체 포집단위공정 기술개발

- PWR 사용후핵연료(초기농도: 4.5wt.%, 연소도: 45,000 MWd /tU, 냉각기간: 25

년)를 선정하여 처리규모 200g/batch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함

-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시제품의 성능시험은 단위포집장치의 온도, 진공도,

기밀성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설계조건을 모두 만족함

- 세슘 교체시기에 관한 실험은 2-zone furnace를 이용하여 zero release 관점을

기준으로 세슘 휘발량별 세슘 포집량 실험을 수행함

- 석탄회필터는 세슘 포집량 약 1.4(g-Cs/g-filter)에서도 필터의 건전성을 유지하

였음. 또한 석탄회 필터 70g을 이용하여 약 44g(연소도 45 Gwd/tU 사용후핵연

료 12kg 상당)의 세슘을 포집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상압하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1000℃에서 세슘과 몰리브덴을 동시 포집함

- 상압하 석탄회필터와 칼슘필터를 이용하여 1000℃및 800℃에서 세슘과 레늄을

분리 포집함



-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장치에서 SIMFUEL로부터 휘발된 다핵종 배기체를 처

리 하기위하여 석탄회필터(1000℃), 칼슘필터(800℃) 및 AgX(150℃)를 이용하

여 포집실험을 수행함

- 60,000 MWd/tU 및 35,000 MWd/tU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의 세슘의 총 방출

률은 각각 43%, 60% 임

- 사용후핵연료 산화실험 후 장입된 석탄회 필터를 감마스캐닝 한 결과 하여

Cs-134와 Cs-137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세슘이 필터 셋째 단 이내에 전량

포집됨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를 이용한 그래뉼 제조 기술은 PRIDE 전용 공학규모

Voloxidizer 설계에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그래뉼 형태의 연료입자를 전해환원공정

에 공급 예정임.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ESPF 시설에도 적용할 예정임.

당 연구팀이 제안한 입도제어, 핵종제거, 선택적 핵종포집 (PRESENT, Particle

size control, REmoval of fission product, SElective Nuclide Trapping) 공정은 미국

AFCI 프로그램의 파이로공정, 습식 공정을 위한 전처리공정의 기술주도권 확보에 활

용될 수 있음.

선택적 핵종 포집기술은 세슘 필터의 경우 중저준위 폐기물이 되며, 감마 소스로

활용이 기대됨. 장수명핵종 Tc-99, I-129는 taget으로 제조하여 소멸처리 연구에 활용

되는 것이 기대됨. 염폐기물 처리 기준 공정인 INL 세라믹공정으로 염폐기물을 처리

한다고 가정하면, 본 공정은 INL 세라믹공정의 고준위폐기물을 상당히 감용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전처리 공정 개발을 통하여 미래형 핵연료주기 핵심기

술을 확보하였으며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 추세인 GEN-IV, INPRO, AFCI 프로그램에

능동적 대처에 활용함.

탈피복 기술, 휘발성 산화 처리 기술, 배기체 처리 기술, 폐피복관 염소처리 기술,

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기술은 ESPF의 기반기술로 활용 예정.



SUMMARY

(영문 요약문)

I. Project Title :

Advanced Head-End Process Development of Spent Nuclear Fuel

II.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the Project

A. Objectives

○ Development of advanced head-end process and waste treatment

technology

- Advanced oxidation process, process optimization, large scale process

- Treatment technology of off-gas and cladding waste from head-end process,

technology optimization, and large scale process development

B. Necessities of the Project

Head-end process technology of advanced nuclear fuel cycle is common

technology applied to both of wet and dry process of spent fuel. This technology

is being upgraded worldwidely. If the advanced oxidation process is adopted,

radioactive level of nuclear material is reduced by ～50% due to removal of Cs,

Tc, I, etc. This makes radio-active load of downstream process be lowered. So,

required shielding thickness of related facility can be reduced and life span of

process equipment can be increased. From this, economic benefits can be expected.

There are merits such as high electro-reduction rate, low salt carry-over, high

packing density, etc in porous uranium particles, which is the research target of



this project.

Volatile fission product(Kr, Xe, H-3, etc) and semi-volatile fission product(Cs,

Tc, I, etc) are released during head-end process of spent fuel. So, in order to

operate related facility safely and to manage radio-activity dose of operators safely,

development of off-gas treatment technology is needed. If gaseous fission products

can be trapped selectively, many benefits can be expected in view of treatment and

disposal of filter waste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A. Decladding experiment in DFDF hot cell using spent nuclear fuel

- Evaluation on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oxidative decladding process

- Improvement of mechanical slitting technology with considering high burnup

characteristics of spent fuel

- Evaluation on the effect of burnup on the oxidative decladding process

- Carrying out mechanical decladding experiment in DFDF and its

evaluation with considering burnup characteristics

- Evaluation on the effect of oxidation environment on oxidative decladding

process using spent fuel

B. Development of oxidation process

- Analysis on the effects of ozone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on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behavior under oxidation condition by ozone

- Analysis on the effect of oxidation temperature on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behavior

- Analysis on the effect of burnup on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behavior



under oxidation condition using SIMFUEL

- Oxidation experiment(>～1,000℃) using SIMFUEL and a rotary oxidizer

(200 gHM/batch)

- Oxidation experiment(>～1,000℃ and vacuum) using SIMFUEL and a rotary

oxidizer (200 gHM/batch)

- Establish process condition for increasing removal rate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C. Off gas treatment technology

- Fabric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experimental off gas trapping equipment

- Performance confirmation of cesium filter

- Experiment on treating multi-component off gas using SIMFUEL and an off

gas trapping equipment (200 gHM/batch)

· Improvement of trapping performance using single component(Cs, Ru

etc.)

· Experiment on treating multi-component off gas using SIMFUEL

- Analysis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 behavior with variation of burn-up

and performance confirmation for trapping multi-component nuclides during

oxidation of spent fuel

- Experiment on treating multi-component off gas using SIMFUEL and an off

gas trapping equipment (200 gHM/batch) under high temperature and

vacuum

Ⅳ. Results of this projec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A. Decladding experiment in DFDF hot cell using spent nuclear fuel



- Obtain experimental data of oxidative decladding with variation of burn-up,

oxidation temperature under static condition

- In case of 2.5 cm rod-cut(low burn-up fuel, 37 GWd/tU), decladding ratio

was >99% when oxidation at 500℃ and for 10 hrs

- In case of high burn-up fuels(>50 GWd/tU), oxidative decladding ratio was

～30%. So, rotation motion of rod-cuts was needed

- High burn-up fuel(60 GWd/tU) was slitted by a highly efficient horizontal

type mechanical slitter. Decladding ratio was 74% and 26% of fuel meat

was attached to inside of cladding hull. When additional oxidative decladding

was applied, recovery ratio of uranium was 99%.

- It took 0.5 min for new horizontal type slitter to slit a 25 cm rod-cut. It

was efficient

B. Development of oxidation process

- Ru metals and CsI powder could not be converted into RuO2 and oxides of

CsI

- U3O8 powder was completely converted into ε-UO3 monoclinic phase at 20

0℃ for 6 hrs

- Design and fabrication of rotary-type oxidizer specially connected to off-gas

trapping uints for pulverization, oxidation, and particle size control of powder

using SIMFUEL

- Confirmation of oxidizer performance by blank test

(1) two steps' oxidation: 500 and 700℃ in O2, (2) particle size

control: 1,100℃ for 3 hrs in Ar, (3) rotational velocity of

oxidizer: 3 rpm

- Analysis of oxidation and vaporization behaviour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by using thermodynamic calculation

․Equilibrium vapor pressure:



T c 2O 7> C s> C s 2O> C s 2O 2> C sB r> C s I >MoO 3> R u O 2> C s 2T e>

Cs2MoO4>Cs2UO4

- Experimental analysis of oxidation and vaporization behaviour of semi

-volatile fission products in air

․Re(surrogate of Tc): initiating oxidation at 330℃ and vaporization at

370℃, being removed upto 98% at 800℃ during heating

․CsI: could not be oxidized upto 800℃, initiating vaporization at 650℃

and being removed upto 98% at 800℃ during heating

- Analysis of oxidation and vaporization behaviour of noble metals forming

metallic precipitates by using thermogravimetric analyzer:

․Oxidation rate: Mo > Ru > Rh

․Vaporization rate: MoO3 > RuO2 > Rh2O3

- Establishment of process conditions for oxidation of noble metals

forming metallic precipitates: at 700℃ for 3 hrs in oxygen

- Identification of fabricability for granule-type U3O8 SIMFUEL particles by

two batches' oxidation

- Establishment of process conditions to greatly increase vaporization rate of

semi-volatile fission products: at 1200℃ for 3 hrs under process

pressure range from 7.6 to 76 torr

- Production rate of the granule-type U3O8 SIMFUEL particles higher than 1

mm was increased by using modified rotary oxidizer: product rate of

granule higher than 1 mm: 71 wt.%, bulk density: 5.07 g/㎤, apparent

porosity: 39.5% (1st experimental results)

C. Off gas treatment technology

- The OTS (Off-gas Trapping System)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on a

lab-scale based on the estimated amount of fission products evolved from

the oxidation process of the 1 batch (200 g) of PWR spent oxide fuel (4.5



wt% U-235 enrichment, 45,000 MWD/MTU and 5-years cooling)

- Performance evaluation of off-gas trapping system was conducted in terms

of temperature, vacuum degree, leak test. etc. It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design criteria of this system

- Breakthrough curve experiments on fly ash filter in terms of cesium

volatilization quantities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zero-release of

cesium

- The hardness of fly ash filter was strong up to cesium trapping quantity

1.4(g-Cs/g-filte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fly ash filter(70g) can

trap up to about Cs of 44g(～ SF 12kg with bunn-up of 45 Gwd/tU)

- Gaseous cesium and molybdenum were simultaneously trapped at the

trapping temperature of 1000℃ in air atmosphere using fly ash filter.

- Gaseous cesium and rhenium were separately trapped at the trapping

temperature of 1000℃ for fly ash filter and 800℃ for calcium filter in air

atmosphere

- Off-gases from SIMFUEL were trapped at the trapping temperature of 100

0℃ for fly ash filter, 800℃ for calcium filter, and 150℃ for calcium filter in

oxygen and argon atmospheres in Rotary oxidizer

- The cesium release rate on a burn-up of spent fuel with 35,000 was 43%.

In case of a burn-up of spent fuel with 60,000 MWd/tU, the cesium release

rate was 60%

- The performance test of fly ash filter was done in tube furnace system at

IMEF(Irradiation Materials Examination Facility) M6 hot cell located in

KAERI. Radioactive cesium was completely trapped using fly ash filter

V. Proposal for Application

Granule manufacturing technology using a rotary oxidizer was utilized in

design and fabrication of PRIDE oxidizer. Granule type raw material is supposed to



be supplied to PRIDE electro-reduction process. If this technology is successfully

proven, it will be applied to the KAPF facility.

The concept of the PRESENT (Particle size control, REmoval of fission

product, SElective Nuclide Trapping) process proposed by this project team can be

used to obtain technology initiative in head-end processes of pyroprocessing and

wet process in the AFCI program of USA.

Selective nuclide trapping technology can make cesium filter waste become

low/intermediate waste. Cesium filter will be used as gamma source material.

Long-lived Tc-99 and I-129 can be made as target and can be utilized in

transmutation research. Assuming that salt waste is treated as the INL ceramic

waste process, the PRESENT process can be used in reducing high level waste of

the INL reference ceramic process. Key technologies of future nuclear fuel cycle

were basically obtained through this project " advanced head-end process

development of spent fuel". These technologies will be utilized in preparing actively

GEN-IV, INPRO, AFCI programs, which is a main trend of worldwide nuclear

technology.

Decladding technology, oxidation technology, off gas treatment technology and

maintenance technology of hot cell equipment, etc can be utilized as basic

technology for KA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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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피복 으로 부터

분리하는 탈피복 공정,이를 후속공정(습식인 경우 UREX 공정,건식인 경우

Pyroprocessing공정)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핵분열생성물을 제

거하고,후속공정에 합한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상기 처

리공정으로부터 휘발되는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을 안 하게 포집하는 배기체처

리 공정 개발과,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의 약 25%를 차지하는 폐피복 을 처리하

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이러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기술 ,경제 ,사회문화

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가.기술 측면

기존의 휘발성산화공정은 주로 습식공정(PUREX 공정)을 하여 개발되었

으나,핵비확산성이 향상된 습식공정인 UREX공정의 경우 기존의 chop& leach

처리 공정만으로는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공정에

방해가 되는 Cs,Mo,Tc,Rh등의 원소를 처리 공정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

Pyroprocessing공정에서도 장수명 핵종(Tc-99,I-129,C-14등),고방열 핵

종(Cs등),귀 속 핵종(Mo,Rh,Te등)등을 처리 공정에서 사 제거할 경

우 후속공정의 방사능 감소,공정효율 경제성 향상 등의 이 을 기 할 수 있

다.

한,이 공정을 통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물질로 부터 휘발된 장수명 핵

종(Tc-99,I-129,C-14등),고방열 핵종(Cs등),귀 속 핵종(Mo,Rh,Te등)

등 기체상 핵분열생성물을 안 하게 포집할 필요가 있다.

온(약 500℃)에서 휘발성 산화(voloxidation)시켜 분말화 하는 삼단-휘화

-용해 공정 (chop,voloxidationandleachprocess) 의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

에서는 삼 수소만 제거하고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킨다.이 공정 조건에서는 삼

수소만 제거되고 Cs은 물론 I,Kr,Xe,C-14핵종도 거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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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후속 건식공정 하나인 해환원(electrowinning)공정에서 이들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해환원 공정은 650℃ 고온의 리튬 염화물 분 기에서 수행되는바

이 공정의 배기체에는 다양한 염화물(LiCl,CsCl등)의 미량 휘발이 상되기 때

문에 Kr,Xe,C-14핵종 포집은 물론 Li,Cs등의 안 처리에 어려움이 상된

다.

특히, 극 방해 핵종인 요오드의 경우 해환원반응기의 폐기물 염상(salt

phase)으로 이동하리라 상되지만 재까지 이에 한 처리방법은 정립되지 않

고 있다.그림 1.1.1에는 온 휘발성산화공정 채택시 핵종 흐름을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이 성공하면 기존 휘발

성 산화공정 채택시 제거가 안 되는 Cs,Kr,Xe,C-14,I,Ru,Tc,Mo등 귀 속

(noblemetal)들을 제거할 수 있다.그림 1.1.2에는 고온 휘발성산화공정 채택시

핵종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7.1.1기존 온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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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28고온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종 흐름.

본 과제가 시작한 2007년 , 해환원 공정에서는 미세 분말 형태의 U3O8

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의 충 도는 약 2g/cc로서 해환원 공정의 처리량을

증 시키는 데 제한이 따르고,분말 취 으로 인한 분진 확산,다공성 세라믹 용

기 사용에 따른 용기내 산소이온의 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입자 형태로 바꾸어 해환원 속도도 높이고,충 도를

증 시켜 해환원 공정의 처리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에는 공정폐기물과 배기체가 발생하므로 이에

한 한 처리 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특히,핵종별 선택 배기체 처

리기술은 시설의 안 운 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 리를 해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공정 폐기물의 25%를 차지하는 폐피복 은 습식처리

등 재까지의 처리기술로는 고 폐기물로 분류된다.따라서 이를 폐기

물화 하는 기술개발이 강력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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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제․산업 측면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 세슘,루테늄 등 핵종의 제거로 방사능

가 약 50% 감소한다.이로 인해 후속공정인 해환원, 해정련(electrorefining)

공정의 방사능 부하가 감소하여 해환원, 해정련 시설 공정장치의 설계 제

작 운 에 유리하다(차폐두께,재료 내구연한 등).

휘발성산화공정에서의 세슘 제거로 폐용융염을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는 고

세라믹 폐기물로 만드는 기존 공정에 비하여 고 폐기물양도 작고, 처리

효율도 높아 경제 인 처리가 상된다.

Tc(*장수명 핵종),Ru,Mo의 선 제거로 해정련 공정의 처리 효율 향상

으로 인한 경제성 증 가 상된다.

입도 조 등으로 충 도 향상이 상된다.이로 인한 해환원 공정의

처리용량 증 로 공정의 경제성 향상이 상된다.

해환원 공정, 해정련 공정,염폐기물 처리 공정 등의 공정 효율 증 로

인한 체 이로 공정(pyroprocessing)의 경제성 향상이 상된다.

핵종별 배기체 처리 기술은 고속로 속핵연료 노심제조,방사성 폐기물 유

리화 등의 산업 분야에도 용할 수 있다.

다.사회․문화 측면

배기체,폐피복 등 고방사성 물질의 안 취 실례를 가시 으로 실증하

여 원자력(특히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국민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휘발성산화기술,핵종제거,폐피복 처리

등 민감한 기술의 활발한 국제교류가 상되며 이를 통해 련 민감 기술에

한 국제 원자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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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1.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개발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공정 배기체 폐피복 처리 기술 개발

2.주요 연구내용

본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DFDF핫셀에서의 탈피복 실험

-산화 탈피복 공정의 온도 향 평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DFDF핫셀에서의 기계 탈피복

기술 개선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연소도 향 평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DFDF핫셀에서의 기계 탈피복

성능 실험 평가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산화 분 기 향 평가

•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오존 산화조건 하 오존 농도,온도별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산화 온도별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SIMFUEL을 이용한 산화 조건 하 연소도별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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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gHM/batch규모 SIMFUEL이용 휘발성 산화 공정 실험 (약 1000

℃ 이상)

-200gHM/batch규모 SIMFUEL이용 휘발성 산화공정 고온 감압

산화실험

-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 를 한 공정 조건 설정

•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200gHM/batch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배기체 실험장치 제작 성능

실험

-세슘포집재 성능 확인

-200gHM/batch규모 SIMFUEL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단일핵종(Cs,Ru등)이용 포집성능 개선

·SIMFUEL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사용후핵연료 산화 시 연소도별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다성분 핵종 포집 성능 확인

-200gHM/batch규모 SIMFUEL이용 고온 감압 조건하 발생한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 폐피복 처리기술

-폐피복 염소 처리를 한 반응 유도장치 설계,제작

-폐피복 염소 처리를 한 반응 유도장치 성능 시험

-폐피복 처리를 한 염소 주 반응장치 제작 성능 실험 (반응온도,

염소농도 향 평가)

-폐피복 염소 처리공정 지르코늄 화합물 기-고 분리 실험 (순도 9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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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휘발성산화공정 기술개발 황

1.연구 동향 개요

온(약 500℃)에서 휘발성 산화(voloxidation)시켜 분말화 하는 삼단-휘발

성산화-용해 공정 (chop,voloxidationandleachprocess) 의 기존 휘발성 산

화공정에서는 삼 수소만 제거하고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켜 공정을 개발하 다.

이 공정 조건에서는 삼 수소만 제거되고 Cs은 물론 I,Kr,Xe,C-14핵종도 거

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후속 건식공정 하나인 해환원(electrowinning)공

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해환원 공정은 650℃ 고온의 리튬 염화물 분 기에서 수행되는바

이 공정의 배기체에는 다양한 염화물(LiCl,CsCl등)의 미량 휘발이 상되기 때

문에 Kr,Xe,C-14핵종 포집은 물론 Li,Cs등의 안 처리에 어려움이 상된

다.이때,요오드의 경우 해환원반응기의 폐기물 염상(saltphase)으로 이동하

리라 상되지만 재까지 이에 한 처리방법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KAERI-INL에서는 공동으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에 제거되지 않는 Cs,Kr,Xe,C-14,I,Ru,Tc,

Mo등 귀 속(noblemetal)들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 에 있다.

최근에 해환원용 처리용량을 증 시키기 한 원료입자 조건으로는 해

질의 침투가 용이한 다공성 구조,충 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그리고 mm 단

정도의 크기가 요구되고 있다.그리고 해환원 에 미소입자들이 분리되어

해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우라늄 속 환체에 해질이 부착되어 동반제거

를 감소시키는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2.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국외 동향

미국 INL은 PWR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의 휘발성 산화공정과 고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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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배기체 처리에 하여 한국의 KAERI,미국의 ORNL과 I-NERI과제로 2004

년 6월부터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 다.휘발성 산화공정 조건을 변화시켜 가

면서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 제거 거동을 분석하 다[2.1.2.1].

미국 INL은 이로 공정에 용할 목 으로 산화 탈피복율 최 , 정 입도

유지,고방사능 핵종인 세슘 제거,장수명 핵종인 I-129,Tc-99,C-14제거가 가

능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2.1.2.2],ORNL은 UREX+공정에

용하기 해 상기 핵종 외에 추가로 Mo,Ru,Pd등을 제거하기 한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ORNL에서는 UREX+공정을 해 처리 과정으로 Rotary-Kiln형태의 5

kg규모 사용후핵연료 처리용 Voloxidizer를 이용하여 600℃까지 산화 탈피복,

분말화,휘발성 핵종을 제거하고 있으며,I핵종의 휘발 제거율을 높이기 해서

산화처리 온도를 증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JAEA는 1992년 습식 재처리 질산 용해공정의 NOx분 기 하에서 발

생하는 삼 수소 등의 제거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용해공정 휘발성 산화공

정을 도입하 다.회 로(rotarykiln)를 사용한 500℃의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성공 으로 U3O8분말화 하 으며 부분의 삼 수소를 제거하 다[2.1.2.3].

일본 NDC에서는 산화탈피복・분말화인 공정 PULDOX공정을 개발하여 분

말제조 공정온도별 분말의 입도에 따른 1000℃의 감압하에서 핵종휘발 특성을

연구하 으며 미세입자의 분말에서 Cs핵종의 휘발율이 높음을 보 다[2.1.2.4].

KAERI와 공동으로 “DevelopmentofAdvancedVoloxidationProcessfor

TreatmentofSpentFuel"를 수행 인 INL에서는 0.5mm이상의 해환원용 원

료입자를 제조하기 해서 교반 agglomeration이 가능한 형태의 Voloxidizer

를 제작하려고 있다.

일본의 CRIEPI에서는 연료입자의 해환원 처리용량을 높이기 해서

SIMFUEL을 이용하여 1000℃의 공기분 기하에서 휘발성 산화처리를 한 후에

얻은 분말을 성형 소결하여 펠렛형 원료입자를 제조하 다[2.1.2.5].

나.국내 동향

KAERI는 휘발성 산화공정,공정 핵분열 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발생된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 포집에 하여 미국 INL,ORNL과 2004년 6월 1일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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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계획으로 I-NERI과제로 공동 연구 에 있으나,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하여 수행하는 실험은 한미 공동상설 원회 결정에 따라 미국 INL핫셀에서

수행하기로 하 다.

KAERI는 DUPIC핵연료 제조를 해 약 500℃에서 산화 실험을 수행하여

Kr제거율이 약 30% 이하,C-14의 제거율이 약 10% 이하임을 확인하 다. 한

산화 환원(OREOX)공정 Kr,C-14의 거동에 하여 연구하여 부분의 Kr,

C-14이 제거됨을 확인하 다.소결 공정 의 세슘의 거동에 하여 연구하여

부분의 세슘이 방출됨을 확인하 다[2.1.2.6].

KAERI에서는 SIMFUEL를 이용하여 해환원용 그래뉼형 펠렛형 원료

입자를 제조하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제 2 배기체 처리기술개발 황

1.연구 동향 개요

고온 공정인 건식 재가공 공정의 배기체처리와 련하여 1992년 미국에서

L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처리하는 AIROX(AtomicsInternationalReduction

andOxidation)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발생량 처리방법에

하여 일부 기술되어 있으나,기술 보유 수 은 기 연구단계 수 으로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련된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방안,처리조건,처리효

율 등에 한 자료가 부족하며 기술 수 은 미흡한 상태이다. 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련된 배기체 처리 기술은 재 캐나다,미국,일본 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의 핵심기술인 세슘,루테늄 테크네튬

포집기술에 한 KAERI의 국내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한 기술 선 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수한 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본 과제의 성공을 해할 수 있는 기술 애로 요인은 없으나 배기체

처리 물질 내 각 핵종의 분석,방사능 분석 등에 한 분석기술의 확립이 선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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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국외 동향

캐나다 AECL은 1996년부터 건식 재가공 공정의 OREOX 소결로 배기체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세슘의 포집물질로 Kenturky Stone Redart

Clay를 포집재로 선정하 으며 이를 이용한 산화 환원 분 기 변화,포집 온

도,유속,최 포집 용량 등에 한 세슘 포집 실험을 수행하 다[2.2.2.1,

2.2.2.2].미국의 westinghouse에서는 melt-dilute공정 시 발생하는 세슘을 처리

하기 해서 glassfrit,activatedalumina와 zeolite-basedmolecularsieves의

포집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activatedalumina가 가장 강력히 세슘을 포집한

다고 발표하 다. 한 미국의 Westing house에서는 activated alumina 와

zeolite4A를 이용하여 melt-dilute공정시 발생하는 세슘을 처리한 결과 세슘의

포집매질로서 zeolite4A가 우수하다고 발표하 다[2.2.2.3].그밖에 일본,미국,독

일 등에서는 유리화 공정,소각 공정 등 고온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Cs,Ru,

C-14,I,Kr,Xe,H-3등의 배기체 처리 공정기술개발을 제거 효율,재활용성,

처분 안 성의 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감과 이에 따른 처리

처분 비용이 감되는 기술 기존 기술의 개선 연구를 병행하여 각 장에

합한 포집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INL과 ORNL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의 휘발성 산화

공정과 고방사성 배기체 처리에 하여 한국의 KAERI와 I-NERI과제로 2004년

6월부터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 다(1차 INERI과제).이 과제에서 미국 INL

은 이로 공정에 용할 목 으로 산화 탈피복율 최 , 정 입도 유지,고방사

능 핵종인 세슘 제거,장수명 핵종인 I-129,Tc-99,C-14제거가 가능한 고온 휘

발성 산화공정 실험을 수행하 으며,ORNL은 UREX+공정에 용하기 해 상

기 핵종 외에 추가로 Mo,Ru,Pd등을 제거하기 한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에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 다.상기과제에서 배기체 실험장치를 공동으로 설

계,제작하고 INL핫셀에 설치하여 고온 진공분 기하에서 Cs,Tc,I등 핵종이

성공 으로 휘발되고,성공 으로 포집됨을 확인하 다[2.2.2.4].

ORNL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600℃이하에서 산화하는 온 휘발

성산화 실험만을 수행하고 있으며,이 공정 배출되는 휘발성핵종 Kr/Xe,

H-3,C-14,I등의 배기체 처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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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내 동향

원자력 연구소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처리 기술개발과제에서는 DFDF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소결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제작하

여 DFDF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소결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2000년 3월부터 2007년 재까지 원활히 운 에 있음.1998년

부터 2001년 사이에는 조사후시험시설(PIEF)9405핫셀 내에 설치된 OREOX소

결로에서 배출되는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운 ,제염 해체한 경험과

know-how를 확보한 바 있다.

한,“석탄회를 이용한 방사성 세슘의 포집 방법”에 한 특허를 한국

(0192128),일본(2902587), 랑스(2740705)에 등록한 바 있고,“산업 배기가스

의 루테늄 화합물의 제거 방법과 포집재”에 한 특허 역시 한국(198976),일본

(3002158)에 등록하 다.상기 기술을 더욱 발 시켜 “석탄회와 이트리아 혼합재

를 사용한 휘발성 세슘과 루테늄 화합물의 동시 포집 방법”에 한 특허도 한국

(0332981)에 등록한 바 있다.더불어,세슘 포집에 사용되는 석탄회를 배기가스

의 속 즉,카드뮴,루비듐 등의 제거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기술

을 한국(6161)에 특허 등록하 다. 한 “휘발성 늄 는 테크네튬 화합물 포

집제 이를 이용한 포집방법”에 한 특허도 한국(655586)에 등록한 바 있다.

그 외 방사성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칼슘필터를 개발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재,

그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포집방법”에 한 특허도 한국(54451)에 출원하

다.

KAERI에서는 즉,200gHM/batch규모 회 로형 휘발성산화장치를 개발하

고,SIMFUEL과 상기 회 로를 이용하여 다공성 입자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특허출원 하 다. 한,실험실규모 선택 배기체처리 실험장치를 개발하

고 Cs,Tc,I핵종의 선택 포집이 가능한 필터를 개발하여 상기 배기체 처리장

치를 이용 선택 포집가능성을 확인하여 이를 특허 출원 하 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체 처리 련 기술은 재

캐나다,미국,일본 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의 핵심기술인

세슘 루테늄 포집기술에 한 국내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하여 가까

운 시일 내에 우수한 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배

기체 처리 련 기술 개발의 향상을 해서는 배기체 처리물질 내 각 핵종의 분

석,방사능 분석 등에 한 분석기술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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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1.산화 탈피복 공정의 온도 향 평가

최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과 련

하여 산화공정 (voloxidation)공정에 의한 탈피복(oxidativedecladding) 핵분

열 생성물 제거 기술 개선에 한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으로부터 핵물질을 회수하는 탈피복 공정에 하여 여러 가지

기술이 제안되었는데, 표 인 탈피복 기술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산화에 의한 분

말화를 통하여 핵물질을 분리하는 산화 탈피복 기술을 들 수 있다.

기존에 개발된 산화 탈피복 기술은 voloxidation공정으로 불리며,사용후핵

연료 산화를 통한 분말화 습식 용해조 용액 내 방사능을 이기 하여 트리

튬을 사 제거하는데 목 을 두고 있었다.따라서 산화 피복 공정조건은 사용후

핵연료 길이는 평균 5cm,산화 온도는 500℃,산화 시간 약 5시간이었으며,

산화 탈피복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분리율은 99% 이상으로서,본 공정에서 핵분

열 기체 트리튬 방출분율은 100%인 반면 기타 핵분열기체의 방출분율은 낮

다.

1970년 수행된 산화 탈피복 연구는 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35,000

MWd/tU이하의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 다.그러나 최근 핵연료의 장

주기 고연소도화가 일반 인 추세이므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가 다량 발생하

고 있으며, 연소도인 경우와 비교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피복 열화

특성 장주기에 의한 스웰링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러한 특성들은 산화 탈피복

에 큰 향을 미칠 것이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조사재 시험시설 내

DFDF(DUPICFuelDevelopmentFacility)핫셀에서 50,000MWd/tU 이상의 고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연소도, 길이,산화 온도,산화 시간 변화에

따른 탈피복율에 미치는 향을 실험 으로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종류로는 울진 2호기 원자력발

소에서 방출된 K23 핵연료 집합체내 핵연료 K23-B16(연소도 58,000

MWd/tU)연료 4호기에서 2005년도 방출된 J502핵연료 집합체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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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J502-R13(52,000MWd/tU),J502-C16(60,000MWd/tU)연료 을 사용

하 으며,연료 체 길이 연소도가 균일한 부분만을 단하여 사용하 고,

연소도는 Cs-137감마핵종 분포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 다.DFDF핫셀에

서 산화 탈피복 실험 조건을 표 3.1.1.1에 종합 정리하 으며,산화 탈피복율은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구하 다.

표 3.1.1.1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실험 조건

업 련
사 헥 연 료

Rod-cut 길
(mm )

기 체 종 량 (L/m in) 산
산 시 간

(시 간 )
업 시 무 게 (gr)

K23-B16 30 공 기 8 500 oC 5 2007.06.28 19.28

(58,000 MW d/tU ) 49 공 기 8 500 oC 5 33.42

66 공 기 8 500 oC 5 42.95

102 공 기 8 500 oC 5 65.07

총 무 게 (g) 160.72

업 련
사 헥 연 료

Rod-cut 길
(mm )

기 체 종 량 (L/m in) 산
산 시 간

(시 간 )
업 시 무 게 (gr)

K23-B16 30 공 기 8 500 oC 15 2007.9.13 18.60

(58,000 MW d/tU ) 49 공 기 8 500 oC 15 31.58

(W 07-04시 편  재 사 용 ) 66 공 기 8 500 oC 15 41.85

102 공 기 8 500 oC 15 64.06

총 무 게 (g) 156.09

J502-R13 30 공 기 8 500 oC 15 18.32

(52,000 MW d/tU ) 50 공 기 8 500 oC 15 32.77

70 공 기 8 500 oC 15 45.06

총 무 게 (g) 96.15

J502-C16 70 공 기 8 500 oC 15 47.21

(60,000 MW d/tU )
총 무 게 (g) 47.21

업 련
사 헥 연 료

Rod-cut 길
(mm )

기 체 종 량 (L/m in) 산
산 시 간

(시 간 )
업 시 무 게 (gr)

K23-B16 30 공 기  8 700 oC 15 2007.11.13 19.88

(58,000 MW d/tU ) 70 공 기  8 700 oC 15 45.17

총 무 게 (g) 65.05

J502-R13 30 공 기  8 700 oC 15 20.07

(52,000 MW d/tU ) 70 공 기  8 700 oC 15 43.70

총 무 게 (g) 63.77

J502-C16 30 공 기  8 700
o
C 15 20.12

(60,000 MW d/tU ) 70 공 기  8 700 oC 15 45.96

총 무 게 (g) 66.08

업 련
사 헥 연 료

Rod-cut 길
(mm )

기 체 종 량 (L/m in) 산
산 시 간

(시 간 )
업 시 무 게 (g)

J502-C16 34 공 기  8 500
o
C 15 23.06

(60,000 MW d/tU ) 50 공 기 8 500 oC 15 34.40

45 공 기 8 500 oC 15 29.73

50 공 기 8 500 oC 15 34.14

52 공 기 8 500 oC 15 24.64

14 공 기 8 500 oC 15 9.62

총 무 게 (g) 155.59

W07-07

W07-04

W07-05

W07-06

DFDF핫셀에서 산화 탈피복 실험을 하여 25cm 사용후핵연료 을 일정

길이(3～ 10cm)로 단하여 rod-cut시편을 비하고,본 시편을 수직으로 세

워 원하는 산화 온도(500,700℃)에서 일정 시간(5,15시간)동안 공기 분 기에서

산화시켰으며,산화 동안 rod-cut시편의 교반(통상 으로 산화 탈피복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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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타리 킬른을 사용하여 교반함)을 수행하지 않고 정 조건에서 수행하 다.

그림 3.1.1은 핫셀 내 산화 탈피복 실험 장치 표 인 산화 후의 rod-cut

시편 사진이다.

가.Rod-cut길이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

연소도 ～28,000MWd/tU PWR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490～590℃에서

수행한 기존 산화 탈피복 실험 결과를 탈피복 에서 종합하면,시편 길이가

2.5～ 3.8cm인 경우 길이 향은 거의 없이 탈피복율은 99%이상이었으며,산

소 농도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본 조건에서 산화 온도 연소도

향은 크지 않았다.연소도 50,000MWd/t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480℃그림

3.1.1.1산화 탈피복 실험 장치 산화 후의 rod-cut시편 사진

에서 10시간 정도 산화시킬 경우 내의 사용후핵연료가 거의 완 분말화된 것

으로 확인하 고,700℃에서 4시간 산화시킬 경우에는 분말화에 의한 핵연료 회

수율이 높지 않았다.

그림 3.1.1.2는 연소도 58,000MWd/tU rod-cut시편의 길이를 3～10cm로

하고 500℃에서 5시간 산화시킬 경우와 1차 산화된 rod-cut시편들을 15시간

산화시킬 경우 탈피복율 변화를 도식한 결과로서,연소도 52,000 MWd/tU

rod-cut시편을 15시간 산화시킬 경우와 비교하 다. 체 으로 시편 길이가 증

가할수록 산화 탈피복율은 감소하 고,기존 산화 탈피복 조건(500℃에서 5시간

산화)에서 핵연료 분말화에 의한 회수율은 3～7%로 평균 5% 정도로 매우 낮아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는 산화 탈피복에 의하여 핵연료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산화 시간을 15시간으로 증가시킬 경우 연소도 52,000

MWd/tU rod-cut시편으로부터 탈피복율은 증가하여 3cm인 경우 25%로서 연

소도를 고려할 경우 약 4배 증가하 고 시편 길이가 5cm 이상일 경우 크게 감

소하 다.즉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장주기 연소에 의한 핵연료의 스웰

링으로 인하여 핵연료와 피복 과의 gap이 거의 없어 핵연료 양 끝단만 산화

되어 분말화되고 내부 까지 공기의 침투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

라서 산화 탈피복에 의한 핵연료 회수율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산화 온도

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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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d-cut시편 비

(b)rod-cut장착 산화 ․후 시편 사진,회수된 분말

그림 3.1.1.1산화 탈피복 실험 장치 산화 후의 rod-cut시편 사진

나.산화 온도 연소도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

그림 3.1.1.3은 연소도 52,000～ 60,000MWd/tU 범 에서 산화 온도를 50

0℃,700℃로 하고 15시간 산화시킬 경우,연소도 산화 온도 증가에 따른 탈

피복율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다. 체 으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탈피

복율은 감소하 고,특히 길이 7cm 시편의 경우 500℃에서 산화 시킬 경우는

연소도에 무 하게 탈피복율이 거의 일정하 다.

동일 연소도에서 시편 길이를 7cm로 하고 산화 온도가 500℃에서 700℃로

증가할 경우 탈피복율은 11%에서 63%로 증가하 고,시편 길이가 3cm일 경우

는 25%에서 83%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하 다.즉 50,000MWd/tU 이상의 고연

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에 의하여 핵연료를 량 분리하기 해

서는 산화 온도를 700℃로 하고 산화 시간은 어도 20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이는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산화 탈피복 공정과 비교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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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산화 탈피복시 로타리 킬른에 의한 교반 공정은 필

수 일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1.2500℃에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rod-cut길이 산화시간별

탈피복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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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rod-cut일정 길이에서 산화온도별

탈피복율 변화

2.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한 기계 탈피복 기술 개선

경수로 핵연료의 연소도는 1980년 까지는 약 30,000MWd/tU이 고,2000

년 에는 약 55,000MWd/tU최근에는 연소도 70,000MWd/tU의 핵연료가 개발

되고 있는 등 경수로 핵연료는 고연소도화 되고 있다.이와 같이 고연소도화 되

어가는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한 첫 단계인 탈피복공정에서의 특성을 정리하여

표 3.1.2.1에 정리하 다.표와 같이 기계 슬리 공정을 용하 을 경우 연소

도 약 35,000MWd/tU 까지의 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기계 탈피복만으로

99%이상의 연료물질 회수율을 얻을 수 있으나 약 65,000MWd/tU 이상의 고연

소도 핵연료의 경우는 기계 탈피복만으로는 불충분(회수율 약 96%)하여 기계

탈피복 후 산화탈피복 공정이 추가 수행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2.5～ 5cm 정도로 shearing하고 회 로(rotarykiln)에서

산화 탈피복할 경우 연소도,고연소도 모두 탈피복율이 우수하리라 단된다.

정확한 단을 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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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1탈피복 공정 특성 비교

재,PWR연료의 고연소도화는 피할수 없는 추세이므로 고연소도 핵연료

의 탈피복을 해서는 산화탈피복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한,ORNL에서

UREX용 으로 그림 3.1.2.1의 rotarykiln형 산화 탈피복장치를 구상하고 있다.

INL과 KAERI가 공동연구 인 INERI과제(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에서도 INL핫셀용 rotarykiln형 산화 탈피복장치를 구상하고 있다.KAERI의

원격 에서도 그림 3.1.2.2의 rotarykiln형 산화탈피복장치를 구상하여 제작하

다.

3.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공정의 연소도 향 평가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을 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건식 처리 공

정 처리 공정(head-endprocess)의 기 단계는 사용후핵연료 으로부터

핵물질을 분리,회수하는 탈피복 공정이다.따라서 고도 처리 공정으로서 산화

공정 (voloxidation)에 의한 탈피복(oxidativedecladding)기술 개선에 한 연구

가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본 과제에서도 2007년도에 연소도

50,000MWd/tU이상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을 이용하여 산화 탈피복 성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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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ORNL의 rotarykiln산화 탈피복장치

그림 3.1.2.2KAERI원격 의 산화 탈피복

장치

빼\
 • 

Fumace 

Off.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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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 바 있다.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산화탈피복 시험 결과를 종합하면,연소도 52,000

～ 60,000MWd/tU 범 에서 공기분 기 산화 온도 500℃,산화시간 15시간일

경우,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탈피복율은 감소하 고, 길이 30～ 100

mm 범 에서 탈피복율은 25～ 7%로 낮게 나타났다.따라서 50,000MWd/tU

이상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산화 탈피복에 의하여 핵연료를 량 분

리하기 해서는 산화 온도를 700℃로 하고 산화 시간은 어도 20시간 이상 필

요한 것으로 단하 다.따라서 2008년도에는 동일 실험 조건에서 37,000

MWd/tU 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산화 탈피복 실험을 수행하여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 탈피복 특성을 종합 평가하 다.

가.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산화 탈피복 특성 평가

(1)DFDF핫셀에서 산화 탈피복 실험 내용

본 과제에서는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제조 기술개발”세부과제에서

PIEF로부터 DFDF(DUPICFuelDevelopmentFacility)핫셀로 이송한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을 이용하여 산화 탈피복 실험을 수행하 다.고리 2호기 원자력

발 소에서 방출된 Q43집합체내 핵연료 Q43-F16을 사용하 으며,연소도

는 37,000MWd/tU로서 감마 스캐닝 후 연료 체 길이 연소도가 균일한

부분만을 단하여 이송하 다.

산화 탈피복 실험은 25cm 길이의 Q43-F16rod-cut10개 2개(rod-cut7,

9번)를 이용하여 DFDF핫셀에서 22～103mm로 단하고,2007년도 실험 조건

과 동일하게 수직으로 연료 을 세워 산화 온도 500℃,산화 시간 10시간동안 공

기 분 기에서 산화시켰다.즉 산화 시 rod-cut시편을 교반하지 않고 정 조건

에서 수행하 다.그림 3.1.3.1은 핫셀 내 산화 탈피복 실험 장치 표 인 산

화 후의 rod-cut시편 사진이며,산화 탈피복율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참고 으로 탈피복 종료 후 rod-cut시편을 DSNC를 이용하여 핵물질 잔

류 정도를 탈피복 실험 측정값과 비교하여 산화 탈피복 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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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d-cut 수직 장착

(b)산화 후 시편 분말

그림 3.1.3.1산화 탈피복 실험 ․후 rod-cut시편 분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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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500℃,10시간 조건에서 연소도 37,000MWd/tU

사용후핵연료 rod-cut길이별 산화 탈피복율 변화

(2)Rod-cut길이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

그림 3.1.3.1(b)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산화 탈피복후 상당량의 회수된

분말을 찰할 수 있었고,시편 길이가 작을 경우 내 핵물질은 거의 찰되지

않았다.

연소도 37,000MWd/tUrod-cut시편 7,9번에 한 500℃에서 10시간 산화

시킬 경우,길이 변화(22～ 103mm)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실험에 한 정량

결과를 표 3.1.1.3에 제시하 으며,그림 3.1.3.2에 본 결과를 도식화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을 500℃공기분 기에서

10시간 산화 탈피복할 경우, 길이가 22mm에서 103mm로 증가하면 산화 탈

피복율은 99% 에서 22%로 크게 감소하 으며,rod-cut종류별로 산화 탈피복율

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즉 길이가 증가할수록 탈피복율(핵물질 회수율)

은 감소하 으나,2.5cm 이하인 경우 탈피복율은 99%이상이었다.이상의 연

소도 사용후핵연료 산화 탈피복 실험 결과를 기존 실험 자료와 비교할 경우,490

～ 590℃에서 연소도 28,000MWd/tU PWR사용후핵연료의 산화 탈피복율은 시

편 길이 40mm 이하에서 99%이상으로 길이에 따른 향이 거의 없으며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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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본 과제에서 수행한 37,000

MWd/tU 연소도의 산화 탈피복 실험에서는 길이 40mm에서 약 60%로 나타나

더 낮은 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 결과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이러한 원인으

로 핵연료 연소도 산화 탈피복 실험 시 교반,그리고 산소 농도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Rod-cut 길

(mm)

초기 Rod-cut

무게(gr)

산  Rod-cut

무게(gr)

피복 무게

무게(gr)

피복 산

무게 가
(gr)

피복 무게

(산 무게
포함), gr

탈피복

(%)

33 21.91 10.21 3.81 0.19 4.00 65.3
48 31.16 19.59 5.54 0.28 5.82 45.7
71 46.1 34.56 8.19 0.41 8.60 30.8
98 62.15 50.3 11.31 0.57 11.87 23.6

합계 161.32 114.66 28.85 30.29

Rod-cut 길
(mm)

초기 Rod-cut
무게(gr)

산  Rod-cut
무게(gr)

피복 무게
무게(gr)

피복 산
무게 가

(gr)

피복 무게
(산 무게

포함), gr

탈피복
(%)

22 14.37 2.77 2.54 0.13 2.67 99.1
51 33.68 23.13 5.89 0.29 6.18 38.4
73 47.83 37.26 8.42 0.42 8.85 27.1
103 65.36 54.86 11.89 0.59 12.48 19.9
합계 161.24 118.02 28.74 30.17

Q43-F16, 35,000 MWd/tU, Rod-cut 9  탈피복

Q43-F16, 35,000 MWd/tU, Rod-cut 7  탈피복

표 3.1.3.1연소도 37,000MWd/tUrod-cut시편의 500℃,10시간 공기

산화 탈피복 실험 결과

이상의 실험 결과를 2007년에 수행한 연소도 50,000MWd/tU 이상 고연소

도 사용후핵연료 rod-cut시편의 산화 탈피복 시킬 경우와 비교할 경우, 체

으로 시편 길이가 증가할수록 산화 탈피복율은 감소하는 경향은 동일하나,500℃

15시간 산화조건에서 rod-cut시편이 30mm로 동일할 경우 고연소도 핵연료는

탈피복율이 약 20～ 26% 이었으나 연소도 핵연료는 85% 이상의 산화 탈피복

율을 보여 연소도에 따른 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이상의

결과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산화 탈피복 특성에 미치

는 연소도 향을 평가하 다.

나.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 탈피복 특성 종합 평가

연소도 35,000～60,000MWd/tU 범 에서 산화 온도 500～ 700℃,산화 시

간 10～ 20시간 산화시킬 경우,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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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1.8에 종합 으로 도식하 다. 체 으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탈

피복율은 감소하 고,특히 길이 70mm 시편의 경우 500℃에서 산화시킬 경우

탈피복율은 30% 이하로 연소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낮게 나타나,연료

길이가 70mm 이상일 경우 회 운 에 의한 산화 탈피복율 증 향은 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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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변화에 따른 산화 탈피복율

변화(온도,길이별)

연소도 변화에 따른 향을 상세히 살펴보면,산화온도 500℃, 길이 30

mm 조건에서 50,000MWd/tU 이상 사용후핵연료 산화 탈피복율은 약 30%이하

이지만 연소도 40,000MWd/tU이하에서 산화 탈피복율은 80% 이상으로 크게 차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산화 탈피복에 의한 핵물질을 99%이상 회

수 할 수 있는 정 공정조건은 연료 길이는 30mm 이하가 필수 이다.아울

러 연소도 40,000MWd/tU 이하일 경우 500℃,10시간 처리,고연소도의 경우는

700℃ 약 15시간이며,처리 효율의 증 를 해서는 회 로 운 이 필요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제 2 휘발성 산화공정개발

1.SIMFUEL이용 오존 산화조건하 오존농도,온도별 휘발성 핵분열생성



-26-

물 거동 특성 분석

가.개요

오존은 불소 다음으로 강한 산화제로 오존산화를 할 경우 온에서도 핵분열

생성물의 산화 분해산화,그리고 우라늄산화물의 산화도가 증가될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오존농도하에서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인

RuO2 CsI,그리고 UO2소결체 U3O8분말을 이용하여 이들의 오존 산화거

동 특성을 분석하 다.

나.오존 산화장치 제작

핵분열생성물 우라늄산화물의 산화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해 그림 3.2.1.1

과 같이 오존발생기,반응기 미반응 오존을 분해하기 한 배오존 분해기로

오존 산화장치를 구성하 다.오존발생기는 고농도의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주 무성방 방식,배오존분해기는 열분해방식으로 선정하 다.

그림 3.2.1.1 오존 산화장치

오존농도가 높은 조건을 얻기 해서 오존발생에 필요한 동력과 1atm의 상

온에서 산소유량에 따른 오존농도를 측정하 다(그림 3.2.1.2).오존농도는 동력의

증가와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증가하 으며 최 농도는 유량 50ml/mi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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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vol.% 으나 산화반응로의 경이 40mm로 크기 때문에 균질한 반응을

해 유량이 100ml/min에서 오존농도가 6.2vol.%인 조건을 본 실험에 용하

다.

그림 3.2.1.2 동력 유량에 따른 오존농도

다.SIMFUEL의 오존산화 특성

오존의 반감기는 120℃에서 1.5시간으로 매우 기나 250℃에서 1.5 로 극히 짧

다.따라서 실험온도 범 를 175～225℃로 하여 반응시간에 따른 우라늄산화물의

산화거동 실험을 하 다.사방정 구조인 U3O8상(이론 도:8.4g/㎤)분말은 오

존과 반응하여 단사정계 구조의 ε-UO3상(이론 도:8.73g/㎤)으로 상변화가 일

어났으며,200℃에서 6시간 반응에 의해서 UO3상으로 완 히 환됨을 오 지

색으로 색변화(그림 3.2.1.3),X선 회 분석,무게변화 측정에 의해서 확인하 다

(그림 3.2.1.4).그러나,UO2소결체 UO2분말에서는 이러한 상변화를 찰할

수 없었다.

(U,RE)3O8 상 (U,Sr)3O8 상은 고온 산화에 의해서 희토류 함량이 높은

(U,RE)O2+z상과 U3O8상,(U,Sr)5O13상과 U3O8상으로 각각 분리된다.오존산화

를 할 경우 생성되는 UO3상은 모두 U6+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온반경 차

이가 15% 이상인 경우에 상 원소를 고용을 할 수 없다는 Goldschmitpacking

rule에 의하면 (U,RE)3O8 상은 RE2O3 상 U3O8 상,(U,Sr)3O8 상은 S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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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O8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U0.91Nd0.09)3O8 (U0.91Sr0.09)3O8분

말을 사용하여 6.2vol.%의 오존을 이용하여 200℃에서 6시간동안 산화반응을 하

다.오존에 의한 산화반응결과,(U0.91Nd0.09)3O8 (U0.91Sr0.09)3O8분말을 상분리

없이 (U0.91Nd0.09)O3 (U0.91Sr0.09)O3분말로 상변태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그

림 3.2.1.5). 온에서는 격자변형에 지를 극복하고 (U0.91Nd0.09)O3

(U0.91Sr0.09)O3의 안정상을 형성한다.그러나 큰 격자변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온도를 올려 격자변형을 완화시키기 해 분리되는지 알아보기 해 질소분

기하 500℃에서 12시간동안 열처리를 하 으나 상분리 상은 찰되지 않았

다(그림 3.2.1.6).

라.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오존산화 특성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에 RuO2는 산소분 기하에서도 휘발성이 높은

RuO4(융 :25.4℃,비 :40℃)로 산화되지 않는다.CsI는 융 이 621℃,비

이 1,280℃로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융 이 432℃인 CsO2,융 비 이

각각 113.7℃와 184.4℃인 I2로 분해될 수 있다.U3O8의 오존산화에 의하면 산화

도가 높은 UO3로 환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RuO2 CsI시약을 사용하여

오존산화 실험을 수행하 다.오존농도는 6.2vol.%로 하여 200℃에서 6～18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다.RuO2의 오존산화 실험후 변색 찰(그림 3.2.1.7) 무게변

화를 측정한 결과 변화가 없었다.

CsI를 18시간동안 반응시킨 결과 1.09wt.% 무게가 증가하 으며,X선 회

분석에 의해 입방구조의 CsIO3 화합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1.8).

CsIO3에 한 융 비 에 한 자료 열분해온도에 한 자료는 문헌검색

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 UO3는 300℃ 이상에서 U3O8으로 환되기 때문에

4%H2-Ar 공기를 반복 교환 하는 OREOX공정 신에 산소를 만을 이용한

온 반복 산화환원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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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UO3분말 그림 3.2.1.4온도에 따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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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우라늄고용체의 오존산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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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MO3화합물 열처리에 의한 상변화

그림 3.2.1.7Ru오존산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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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CsI의 오존산화 반응 후의 X선 회 형태 변화

2.200gHM/batch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제작 성능 실험

가.200gHM/batch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설계

(1)개요

휘발성 산화공정(voloxidation)의 후속공정인 pyroprocess의 방사능 부하

공정 효율향상을 해 핵분열생성물의 휘발율을 높이고 분말 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이를 해서 고온진공이 가능한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가 요구된다.따

라서 다량의 SIMFUEL을 이용한 핵분열생성물의 휘발거동 포집,분말 도를

높이기 한 입도제어 실험을 수행하기 해서 장치 설계/제작 성능실험을

수행하 다.

(2)회 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성능실험

I-NERI과제에서 2007년에 제작된 회 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의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회 로는 반응로 회 구동부,분말의 투입 회수용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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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하이동),발열부 제어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2.1).반응로에는 분

말의 분산에 의한 을 원활하게 하기 해서 4개의 liftingflight를 설치하

다.반응로의 재질은 310S스테인 스 스틸로 약 850℃에서 6시간동안 가열하면

표면이 검정색으로 산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가열온도는 800℃로 제한

된다.반응로의 회 속도는 최 1.2rpm으로 되어 있다.고온에서 회 구동 성

능,분말의 투입 회수기능,제어반의 기능,설정온도에 따른 반응로 내부의 온

도를 검하 으며 설계 성능을 만족하 다.

(a)회 로 (b)제어반

그림 3.2.2.1 회 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후속공정 해환원공정에서는 일반 으로 분말용기로

서 한국에서는 마그네시아 도가니 스테인 스 스틸망,미국에서는 45㎛ 스테

인 스 스틸 망을 사용하고 있으며,회분식 공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따

라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분말입도를 제어할 경우에 해환원공정의 공정

효율이 증 될 수 있다.따라서 본 장치를 이용하여 분말입도를 제어하기 해

소결이 개시되는 온도(Tamman온도)가 276℃인 Bi2O3분말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Bi2O3의 이론 도는 8.7g/㎤ 로 U3O8의 이론 도(8.4g/㎤)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입도제어 실험은 온도를 450～800℃,반응로 회 속도를 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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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하여 5시간동안 수행하 다.그림 3.2.2.2.(a)는 열처리 온도에 따른 탭 도 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탭 도는 765℃에서 64%(2.45→4.01g/㎤)까지 크게 증가하

다.그림 3.2.2.2.(b)는 765℃에서 분말입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열처리에 의해

서 입도 제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분말의 변색은 단지 동일한 화학조성

을 갖는 결정변형체(삼사정계→ 단사정계)에 의한 것으로 X선 회 분석으로 확

인하 다.

(a)탭 도 변화 (b)분말입도 변화

그림 3.2.2.2 입자크기 제어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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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설계

약 1200℃,1torr의 고온진공공정에 의해서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을 휘발제

어하는 연구가 한국과 미국 간의 I-NERI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앞에서 설명한

회 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는 스테인 스 스틸 재질로 온도의 한계

진공을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능향상

추가기능을 부여하여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를 설계를 수행하 다.

-산화탈피복 기능 추가

-배기체 실험장치와 속

-온도 :약 1,200℃(Inconel재질)

-진공도 :<1torr

-반응로 회 속도 :최 60rpm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는 회분식으로 tumbling시키면서 산화탈

피복하여 다공 을 통해 분말을 반응로에 수집한 후 피복 을 제거한다.진공을

유지하면서 분말을 tumbling시켜 핵분열생성물을 휘발제거하는 동시에 분말의

입자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반응로의 재질로는 인코넬 600을 선정하 는데 이는 융 이 1,354～1,413℃로

낮으나 1,177℃까지 산화 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온 산화장비에 부분 사용

되고 있다.그림 3.2.2.3은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도를 나타낸 것으

로 가스라인 온도제어선,반응로 회 구동부,반응로(산화탈피복,산화반응로),

배기체 온도유지 가열부,배기체연결부로 구성하 다.

진공을 유지하기 해서 회 부(산화탈피복부,산화반응로)와 고정부로 분리하

으며 고정부로는 반응로 guide를 설치하도록 하 다(그림 3.2.2.4).회 부와 고

정부간의 진공은 내열성 O-ring에 의해서 유지된다(그림 3.2.2.5). 회 부와 고

정부간에 베어링을 설치하여 회 부의 원활한 회 과 장치무게에 의해 생기는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 다.

배기체가 배 에 응축되지 않게 일정 온도 유지를 해서 배기체 연결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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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열기를 설치하도록 하 다(그림 3.2.2.6).분말배출의 용이성을 반응로의 끝

부분을 cone형태로 하 으며 여기에 인코넬 재질의 mesh를 설치할 것이다(그림

3.2.2.7).반응로와 반응기체배 온도센서간의 분리가 원활하도록 socket형태

의 속부를 갖도록 하 다(그림 3.2.2.8).그리고 가열기의 유지보수를 해 단일

체가 아닌 좌우 분리형으로 선정하 다(그림 3.2.2.9).

그림 3.2.2.3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도

그림 3.2.2.4 회 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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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회 /고정부간의 진공유지 O-ring

그림 3.2.2.6 배기체 온도유지 가열기

배기채온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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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분말배출용 mesh

그림 3.2.2.8유틸리티라인과 반응로 분리 그림 3.2.2.9보수시 가열기 분리

"""，.를혀 

•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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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0gHM/batch규모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 제작 성능 실험

제작된 휘발성 산화장치를 그림 3.2.2.10에 나타내었으며,그림 3.2.2.11은 배기

체 차리장치와 일체형을 같도록 배 이 연결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그림

3.2.2.11은 열처리는 산소분 기에서 2단계(500,700℃)산화 후 알곤 분 기에서

1100℃/3hr로 한 휘발성 산화공정의 운 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며 이에 따라서

시운 결과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회 로의 회 속도는 3rpm하여 하

다.설정온도에 따라서 실측온도가 잘 맞음을 알 수 있었다.

(a)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b)배기체 처리장치와 일체형

그림 3.2.2.10 휘발성 산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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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gHM/batch규모 SIMFUEL이용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약 1,000℃)

가.개요

휘발성 산화공정의 후속공정인 해환원공정에 합한 즉,충 도가 높고

해환원 속도가 빠른 구형 다공성인 원료입자를 제조하기 해서 200

gHM/batch규모 SIMFUEL을 처리할 수 있는 회 형의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

장치(그림 3.2.3.1)를 이용하여 2회의 기 인 실험을 수행하 다.연소도 60,000

MWd/tU에 해당하는 SIMFUEL을 제조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 다(표 3.2.3.1).

그림 3.2.3.1 고도 휘발성 산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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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그룹

우라늄
핵분열생성물

용산화물 원소조성(wt.%
)

U UO2 93.810

고용원소

Y
La

Ce(Pu,Np)
a)

Nd(Pr,Sm)
a)

Y2O3
La2O3
CeO2
Nd2O3

0.094
0.232
1.445
1.134

합계 2.903

고용원소/산화석출
물

Sr
Zr
Ba

SrO
ZrO2
BaCO3

0.156
0.788
0.411

합계 1.355

속석출물

Mo
Ru(Tc)a)

Rh
Pd

MoO3
RuO2
Rh2O3
PdO

0.820
0.652
0.069
0.292

합계 1.833

산화/ 속석출물 Te TeO2 0.100

표 3.2.3.1 SIMFUEL제조에 사용된 핵분열생성물 용산화물 조성

a) 호속의 원소는 호앞의 원소로 치

나.입도제어 실험 비

(1)SIMFUEL 주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첨가량

SIMFUEL에 첨가되지 않은 주요 휘발성 핵분열생성인 Tc,CsI,Cs2MoO4

를 첨가하기 해 Tc,I,Cs의 양을 ORIGEN 코드로 계산하여 표 3.2.3.2에 나타

내었다.Tc의 용 속은 Re,I는 부 CsI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Cs

의 일부는 CsI,나머지는 Cs2MoO4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첨가량을 계산하

다(표 3.2.3.2).SIMFUEL소결체는 200gU/batch가 되도록 239g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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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물 존재비(g/gU)
용

속 화합물

실험에 사용된

분말 양 (g/200gU)
Tc

I

Cs

1.42x10-3

4.50x10
-4

4.92x10
-3

Re

CsI

Cs2MoO4

0.283

0.184

1.425

표 3.2.3.2 주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첨가량

(2)휘발성 산화장치

실험에 사용된 휘발성 산화장치의 개략도를 그림 3.2.3.2에 나타내었다. 산

화탈피복열처리기와 산화진공열처리기는 회 형이며,고정 원통형보조기의 배기

배 을 통해 고정형 배기체 처리장치와 연결된다.산화진공열처리기에 리

라이트(그림 3.2.3.3.(a))를 설치하여 분말을 유동시켜 열처리기기 내벽에 고착되

지 않도록 하 다.분말의 비산을 방지하고 핵분열생성물의 휘발을 해 산화진

공열처리기에 천공덮개(그림 3.2.3.3.(b))를 설치하 다.

그림 3.2.3.2 휘발성 산화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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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리 라이트 (b)천공덮게

그림 3.2.3.3 산화진공열처리기

4.200gHM/batch규모 SIMFUEL이용 휘발성 산화공정 고온감압

산화실험

가.휘발성 산화공정 고온감압 산화실험

(1)장치개조

산화진공열처리기의 내벽에 설치된 리 라이트는 원료입자의 구형 성

장을 방해하여 충 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재 이를 개조하기 해서 그림

3.2.4.1과 같이 휘발성 산화장치를 설계하 다.배기체 처리장치와 일체형으로

속하기 해서 연결 부분은 그림 3.2.4.2와 같이 구성하 다.

(2)산화실험

Ar분 기의 산소포텐샬이 감압분 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Ar분 기에서

입도제어 실험을 수행하 다.연소도 30,000 MWd/tU의 SIMFUEL 200 g을

Voloxidizer에 장입한 후에 500℃ 공기분 기하에서 5시간동안 산화시킨 U3O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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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만든 후에 Ar분 기하에서 1150℃까지 승온시킨 후에 Ar분 기에서 115

0℃에서 5시간 동안 유지시켰으며 Ar분 기에서 상온까지 냉각을 하 다.산화

분말의 충 율은 2 %,분말층이 Slumping 운동 형상을 갖도록 2 rpm으로

Voloxidizer를 회 시켰다.

(3)분말특성 분석

분말의 입도는 수평식 회 운동에 의한 입도를 분석할 수 있는 Sieve

Shaker를 이용하여 50～100rpm에서 측정하 으며 입도분포 입도분포를

각각 그림 3.2.4.3 4에 나타내었다.입도분포를 보면 75rpm으로 회 속도를

증가시키면 5mm 이상의 입자가 마모에 의해 쇄되었으며,75rpm에서 100

rpm으로 증가시킬 경우에는 입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입도(Ps,

mm)분포를 보면 부분 5≤Ps<2와 2≤Ps<1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4.5).100rpm에서 분석한 입도분포를 보면 1mm이상 70.9%,500

㎛이상이 90.2% 이상이 되었다.

그림 3.2.4.1개조 휘발성 실험장치



-44-

그림 3.2.4.2 배기체 처리장치와 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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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1150℃ 열처리 분말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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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1150℃ 열처리 분말 입도분포

그래뉼의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표 3.2.4.1에 나타나내었다.수침법으로 Bulk

도 겉보기 기공율을 측정한 결과 3.2.5항에 나타낸 것보다 Bulk 도는 약 2

배 증가하 으며,겉보기 기공율(%)은 1.7배 감소하 다.StereoMicroscopic을

이용하여 원형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0.63～0.95범 로 충 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뉼 형태를 보 다(그림 3.2.4.4).

입도(Ps,mm)
Bulk

도(g/㎤)

겉보기

기공율(%)
원형도

2≤Ps<1 5.07 39.5 0.63～0.95

5≤Ps<2 5.13 37.5 0.8～0.93

표 3.2.4.1 그래뉼 특성

(a)2≤Ps<1mm (b)5≤Ps<2mm

그림 3.2.4.5 입자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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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배기체 처리기술개발

1.200gHM/batch규모 배기체 실험장치 제작 성능 실험

가.배기체 실험장치 설계

(1)개요

최근,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pyroprocess에 한 연구가 한국

KAERI,미국 INL,일본 CRIEPI등에서 활발하다.Pyroprocess공정은 산화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속화하는 해환원 공정,잉여우라늄을 회수하고 TRU

물질을 회수하는 정해정련 공정,염폐기물 처리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그러나,

해환원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사용하려면 탈피복 공정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으로부터 핵물질을 제거한 후,이를 분말화 하여 해환원 공정에 사용

하기 합하도록 마그네시아 용기나 스테인 스 메쉬 용기에 핵물질을 장입하여

야 한다.

한편,핵물질을 산화분 기에서 열 으로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핵분열생성물이 휘발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휘발성산화 공정이라 한다. 기의

휘발성산화 공정은 습식공정을 해 개발한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삼 수소

제거와 용해 속도 증가를 한 분말화가 주목 이어서 체로 500℃,산화분 기

에서 이루어졌다.그러나 기의 기존 휘발성산화 공정은 표 3.3.1.1에 보는 바와

같이 삼 수소는 제거되나 Kr/Xe핵종은 약 30% 미만,C-14과 요오드 등은 약

10% 미만 그리고 기타 Cs과 Tc등은 거의 제거 되지 않는다.따라서 기존 휘발

성산화 공정을 pyroprocess에 용할 경우 해환원, 해정련 공정의 배기체 처

리,핵종분리,공정효율 등에 부담이 된다.이에 따라,상기의 문제 들을 해결하

기 하여 고온산화와 진공개념을 도입한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을 개발하 다.고

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는 표 3.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 수소뿐만 아니라

고방사능,고방열 Cs,장수명 I-129,Tc-99,C-14핵종 등이 부분 제거되며,귀

속인 Ru,불활성 가스인 Kr/Xe도 부분 제거 가능하다〔3.3.1.1〕.

한편,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에는 기체상 핵분열생성물 배기체가 발

생하므로 시설의 안 운 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 리를 해서 이에 한

한 처리 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지 까지 KAERI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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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핵종에 한 선택 포집특성연구를 수행한바 있다.이를 더욱 발 시키기

해서는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

하기에 앞서 실험실 규모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한 후 배기체 처리 경

험을 수행할 성능평가에 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방출

되는 휘발성 휘발성 핵종을 안 하게 포집하기 한 배기체처리 장치를 설

계 제작하 다.200kgHM/batch처리 용량의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설계하기

하여 먼 단 포집장치 별 설계기 을 마련하고 물질수지도를 작성한 후 이

를 근거로 단 포집장치의 크기 포집재의 소요량을 산정하 다.

표 3.3.1.1기존 휘발성산화공정과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종 휘발율 비교

핵

종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율,%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율,%
비고

Kr/Xe 〈30 ～100

H-3 ～100 ～100

I-129 〈10 ～100 장수명 핵종

Tc-99 〈1 ～100 장수명 핵종

C-14 〈10 ～100 장수명 핵종

Cs 〈1 ～100 고방사성,고방열

Ru 〈1 ～100 Noblemetal

Mo 〈1 ～90 Noblemetal

Rh 〈1 ～80 Noblemetal

배기체 처리시스템 설계 기 수립 시 휘발성 산화공정의 분 기 가스,산

화제 온도 등의 운 변수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휘발성 휘발성 핵종

들을 안 하게 포집할 수 있는 포집매질,처리 용량,휘발 핵종,핵종별 출율,

포집온도,필터 성능,연결라인 온도 등을 고려하 다.

각 단 포집장치들은 진공도(∼50mtorr),향후 핫셀에서도 이용 가능한 장

치의 원격성, 근성,운 성 효율 인 보수․유지를 하여 포집장치가 개별

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장치의 유연성,포집 후 필터 분석을 한 포집통의

분리성,고온 내구성이 있는 장치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한 배기체 처리시스템 제작시 포집장치에 한 공정 흐름도는 단 포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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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의 포집매질의 특성을 일차 으로 고려하고,다음으로 포집온도를 고려하

다.그리고 처리기체에 의한 오염 성능 하 등의 상호 계를 고려하여 설계하

다.

(2)사용후핵연료 선정 원소별 방사능량

재 Pyroprocessing공정의 기 핵연료인 PWR( 기농도:4.5wt.%,연소

도:45,000MWd/tU,냉각기간:25년)을 선정하여 본 배기체 처리장치의 설계기

으로 삼았다.배기체 처리장치의 처리규모는 200g/batch이었다.처리 상 사

용후핵연료의 이력를 기 으로 ORIGEN-ARP (AutomaticRapid Processing)

code를 이용하여 고도 휘발성 산화 공정 발생되는 휘발성 휘발성 핵종

의 총량을 계산하여 표 3.3.1.2에 나타내었다.

휘발성 산화공정은 공기분 기에서 운 되므로 휘발핵종의 화학 형태는

산화물로 가정하여 계산하 다.휘발성 산화공정의 공정조건은 처리온도 500～

1200℃,진공조건 <1torr범 에서 운 이 상된다.따라서 표 3.3.1.3에 제시

된 것처럼 휘발이 상되는 휘발성 휘발성 핵종으로서 Cs,Tc,Ru,Te,

Rh,Mo,I,H,C,Kr,Xe을 선택하 고 Rh을 제외한 휘발 상 핵종들이 량

(100%)이 휘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하 다.

배기체 처리장치의 흐름도를 그림 3.3.1.1에 제시하 다.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방출되는 배기가스들 방사선

붕괴열이 높은 Cs과 Rb,Cd,Mo핵종들은 석탄회 세라믹필터가 충 된 포집층

을 통과시켜 이들 핵종 들을 안정한 형태로 고정화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처

리한다.그런 다음 Ca-basedfilter가 충 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Ru,Tc,C-14,

Te핵종들을 처리한다.마지막으로 첨착 제올라이트가 충 된 요오드 포집층을

통과시켜 배기가스들 요오드화합물이 포집되도록 설계하 다.

(3)단 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 원칙

(가)Voloxidation공정의 포집 상 핵종을 Cs,Rb,Cd,Mo,Sb,Ru,Tc,

Te,C-14 I의 10종으로 한다.

(나)inorganicfilter),그리고 I의 포집은 AgX로 포집하며,최 포집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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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oxidation

temp.

Removedrate(%)

Cs Tc Ru Te Rh Mo I H-3 C-14 Kr Xe

1200℃,<1torr 100 100 100 100 8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3.1.3Removalpercentoftargetfissionproductsbyvoloxidationprocess

각각 1000℃,800℃ 150℃가 되도록 설계한다.

(다)Voloxidation공정의 한 batch크기는 200g의 사용후핵연료(4.5wt.%,

Burn-up:45,000MWD/MTHM로 하며,포집 상 핵종이 량(100%)이 휘

발 공정 휘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포집제의 양을 결정한다.

(라)포집장치에 연결되는 모든 배기가스 이송배 은 각각의 휘발 핵종들이

배 내부에 응축 침 되지 않도록 끓는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한

다.

(마)매 실험마다 핵종 휘발특성 필터의 성능실험을 수행하기로 한다.

Nuclides
Mass

Majorisotopes
g %

Cs Cs2O 0.734 13.81 137

Tc Tc2O7 0.324 6.10 99

Ru RuO4 0.970 18.25 106

Te TeO2 0.160 3.01 125m

Rh Rh2O3 0.134 2.52 101,102

Mo MoO3 1.362 25.63 93

I I2 0.061 1.15 129

H H2 1.8E-05 0.00 3

C CO2 0.044 0.83 14

Kr Kr 0.101 1.90 85

Xe Xe 1.424 26.80

Total 5.314 100.00

표 3.3.1.2Nuclidesandmassgeneratedfrom voloxidation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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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Flow diagram ofoff-gastreatmentsystem forvoloxidationprocess

(바)각 필터 unit는 축방향 포집농도 분포를 알기 하여,단 길이별로 독

립 인 화학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채택한다.

(사)Filter는 외경 1인치의 상용 튜 를 이용하며,실험실에서 분리 제거

하기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4)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에 사용될 포집제의 특성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에는 Fly ash filter,Calcium filter Silver

impregnatedzeolite(AgX)를 사용할 정이며 이들의 포집특성은 표 3.3.1.4와 같

다.

(5)단 배기체 포집공정별 기체이송 배 유지온도

휘발성 산화 장치에서 휘발되는 휘발성 핵종들은 각 포집장치에 도달하기

에 끓는 이하로 냉각될 경우 배 내부에 응축되거나 축 되어 기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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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포집장치별 제거 상 핵종의 끓는 이상으로 배

의 온도를 유지해야만 한다.따라서 포집 상 핵종들이 이송될 배 의 최소 유

지온도는 기술한 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표 3.3.1.5와 같이 설계하 다.

(6)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 설계시방 요약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 제작에 반 한 단 공정 포집장치,포집제,포집

상 핵종,단 공정 포집장치 온도 상승능력, 상되는 최 포집온도 단

포집장치의 공정변수 등을 요약하면 표 3.3.1.6과 같다.

Equipment
Trapping
Media

DesignBase Remarks

Cs(Rb,Cd,
Mo)

trapping
unit

Flyash
filter

･Capacity:250mg-Cs2O
/g-bed

･Velocity:<20cm/sec

･Temperature:800℃

･Specificsurfacearea:
9.31m2/g

･Porosity:27%

･packingdensity:0.5g/cc

･Disktype

Ru(Tc/C-14,
Te)

trapping
unit

Calcium
filter

･Capacity:120mg-
RuO2/g-bed

･Velocity:<20cm/sec

･Temperature:800℃

･Porosity:30%

･Packingdensity:0.3g/cc

･Disktype

I

trapping
unit

Silver

impregnate
d

zeolite

･Capacity:200
mg-I2/g-bed

･Velocity:<20cm/sec

･Temperature:∼150℃

･Agcontent:10wt.%

･Packingdensity:0.65

･Granulartype

표 3.3.1.4Characteristicsoftrappingmediatobeusedoff-gas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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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fconnectionpipe Pipetemp.(℃)

ConnectionpipebetweenDEOXoutletand

Cs(Rb,Cd,Mo)trappingunit
over650℃

ConnectionpipebetweenCs(Rb,Cd,Mo)trapping

unitandRu(Tc,C-14,Te)trappingunit
over310℃

ConnectionpipebetweenRu(Tc,C-14,Mo)

trappingunitandIodinetrappingunit
over180℃

표 3.3.1.5Minimum operationtemperaturesofeachconnectionpipein

off-gastrappingsystem

Trappingunit
Trapping
media

FPstobe
trapped

Design
temp.,℃

Operating
temp.,℃

Designspec.

Cs(Rb,Cd,
Mo)trapping

unit

Flyash

filter

Cs,Rb,Cd,
Mo

∼1,200 1000

D=2.0cm

BH=20.0cm

SV=11.5cm/sec

CT=1.7sec

Ru(Tc,C-14,
Te)trapping

unit

Calcium
filter

Ru,Tc,

C-14,Te
∼1,000 800

D=2.0cm

BH=20.0cm

SV=8.0cm/sec

CT=2.5sec

I

trappingunit
AgX I ∼500 150

D=2.0cm

BH=10.0cm

SV=3.8cm/sec

CT=2.6sec

표 3.3.1.6Summaryofdesignspecificationforoff-gastrappingsystem

*D:diameter,BH:bedheight,SV:superficialgasvelocity,CT:contacttime

2.200gHM/batch규모 SIMFUEL이용 다핵종 배기체 처리 실험

가.단일 성분 시약 이용한 포집필터별 핵종 포집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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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o포집실험

본 배기체 처리실험에 사용된 배기체 처리시스템은 pyroprocessing공정의

기 핵연료인 PWR( 기농도:4.5wt.%,연소도:45,000MWd/tU,냉각기간:25

년)사용후핵연료 200g/batch기 으로 제작되었다.이 시스템은 그림 3.3.2.1에

나타난 것처럼 voloxidizer부분과 3단계로 구성된 핵종 포집부분으로 나 어져

있다.몰리 덴 포집실험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voloxidizer의 가열 역에서 배

기체 발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석탄회 필터

(18mm(O.D)X10mm(H))10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배기체

를 포집한다.본 실험은 기체상 몰리 덴의 공 원으로 MoO31.362g을 사용하

다.시약의 무게를 측정한 후 OTS 장치의 voloxidizer안에 상기 시약을

aluminacrucible에 넣은 후 이를 기체상 몰리 덴 발생원으로 사용하 다.

포집 온도 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1000℃,두 번째

포집 zone은 8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2.5시간 유지시켰다.각각의 포집 zone

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된 것을 확인한다.그런 다음 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

간 후에 12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1시간 유지시켰다. 한 voloxidizer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0.5L/min유량으로 흘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3.2.2에 몰리 덴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 을 나타내었다.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터 6단까지 필터표면의 색이 갈색에서 회갈색으로 변하

다.몰리 덴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 필터의 결정구조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석탄회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리 덴이 powellite(CaMoO4)상으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림 3.3.3.4에 석탄회 필터 1단 7단의 SEM-EDX로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회 필터 1단을 SEM으로 찰한 결과 표면은 침상

격자 상으의 결정상으로 나타난 반면에 석탄회 필터 7단의 표면은 반 쯤 녹

은 구형의 표면형상을 보 다. 한 EDX를 이용하여 석탄회 필터 표면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석탄회 필터 1단의 몰리 덴은 16.67wt.% 로서 몰리 덴이

필터표면에 포집되어 있는 반면에 석탄회 필터 7단에서는 몰리 덴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6단에 몰리 덴이 약 99% 이상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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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Innerpartofoff-gastrappingsystem

그림 3.3.2.2기체상 몰리 덴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

1/，씨 



-55-

그림 3.3.2.3XRDpatternsof1'stflyashfilter

aftertrappinggaseousmolybdenum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40.18 60.90

 NaK 00.49 00.52

 MgK 00.63 00.63

 AlK 16.01 14.39

 SiK 16.84 14.54

 MoL 16.67 04.21

 CaK 04.85 02.94

 FeK 04.33 01.88

(1'stflyashfilter)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0.46 45.73

 NaK 01.37 01.43

 MgK 02.16 02.14

 AlK 13.57 12.08

 SiK 33.26 28.45

 CaK 11.40 06.83

 FeK 07.78 03.35

(7'thflyashfilter)

그림 3.3.2.4SEM-EDXanalysisof1'stand7'thflyashfiltersaftertrapping

gaseous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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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s포집실험

세슘 포집실험은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voloxidizer에서 세슘 발생원을 기화

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석탄회 필터(18mm(O.D)X10mm(H))10

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세슘을 포집한다.기체상 세슘의 공

원으로 CsNO31.025g을 사용하 다.시약의 무게를 측정한 후 OTS장치의

voloxidizer안에 상기 시약을 aluminacrucible을 넣은 후 이를 기체상 세슘 발

생원으로 사용하 다.석턴회 필터을 사용하여 포집온도 변화에 따른 세슘 포집

성능을 분석하기 해 포집온도 1000℃ 1000℃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1000℃,두 번째 포집

zone은 8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2.5시간 유지시켰다.각각의 포집 zone이 정

해진 온도에 도달된 것을 확인한다.그런 다음 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간 후

에 12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1시간 유지시켰다. 한 voloxidizer가동 시작부

터 공기를 0.5L/min유량으로 흘려보냈다.

그림 3.3.2.5에 각 온도별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포집온도 1000℃ 운 의 경우 석탄회 필터 6단까지,포집

온도 1100℃ 운 의 경우 석탄회 필터 4단까지 필터 표면의 색이 갈색에서 검갈

색으로 변하 다. 한 세슘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 필터의 결정구조 미

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포집온도 1000℃ 1100℃에서 기체상 세슘을

포집한 석탄회 필터 각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2.6에 나타난 것처럼

세슘이 포집온도 1000℃ 1100℃에서 pollucite(CsAlSi2O6)상으로 포집되었다.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6단에서 CsNO3에서 휘발되는 세슘이 량 포

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2.7에 포집온도 1000℃에서 반응한 석탄회 필터 1단,4단 5단의

SEM-EDX로 분석결과를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 후 석탄회 필

터 1단의 표면을 SEM으로 찰한 결과 bulkycrystal형태의 pollucite상을 나

타냈고 석탄회 필터 4단의 표면은 드문드문 bulky한 pollucite결정상을 나타낸

반면에 석탄회 필터 5단의 표면은 반 쯤 녹은 구형의 반응하지 않은 석탄회 필

터 기의 표면형상을 보 다. 한 EDX를 이용하여 석탄회 필터 표면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석탄회 필터 1단 4단의 세슘은 45.43,1.47wt.%로서

세슘이 필터표면에 잘 포집되어 있는 반면에 석탄회 필터 5단의 세슘은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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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한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4단에 세슘이 량 포집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2.8에 포집온도 1100℃에서 반응한 석탄회 필터 1단,3단 4단의

SEM-EDX로 분석결과를 나타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 후 석탄회 필

터 1단 3단의 표면은 bulky한 pollucite결정상을 나타냈고 반면에 석탄회 필

터 4단의 표면은 반 쯤 녹은 구형으로서 석탄회 필터 기의 표면형상을 보 다.

한 EDX를 이용하여 필터 표면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 결과 석탄회 필터 1단

3단의 세슘은 10.63wt.%,5.49wt.%로서 세슘이 필터표면에 잘 포집되어 있

는 반면에 석탄회 필터 4단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무게분석을 통

해 석탄회 필터 1～3단에 세슘이 량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집온도 1100℃ 실험과 비교해볼 때 같은 필터단에서 포집온도가 증가할수

록 석탄회 필터와 세슘의 반응속도가 증가하여 포집량이 증가하 으며 세슘이

뒤로 퍼지는 상이 어들었다.즉 석탄회 필터는 포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

슘 포집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포집온도 변화에 따른 한 세슘

포집량의 상 계에 한 추가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a)포집온도 1000℃

(b)포집온도 1100℃

그림 3.3.2.5기체상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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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29.49 60.94

 NaK 00.58 00.83

 MgK 00.56 00.75

 AlK 06.20 07.60

 SiK 13.86 16.32

 MoL 00.96 00.33

 CaK 00.80 00.66

 CsL 45.43 11.30

 FeK 02.12 01.26

(1'stflyashfilter)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25.57 40.56

 NaK 00.94 01.04

 MgK 01.60 01.67

 AlK 13.17 12.39

 SiK 34.66 31.33

 MoL 00.58 00.15

 CaK 14.39 09.11

 CsL 01.47 00.28

 FeK 07.62 03.47

(4'thflyashfilter)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6.75 52.40

 NaK 02.95 02.93

 MgK 03.12 02.93

 AlK 22.72 19.21

 SiK 19.26 15.64

 MoL 00.00 00.00

 CaK 04.23 02.41

 CsL 00.00 00.00

 FeK 10.97 04.48

(5'thflyashfilter)

그림 3.3.2.7SEM-EDXanalysisof1'st,4'thand5'thflyashfiltersafter

trappinggaseouscesium atthetrappingtemperatureof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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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55.21 77.93

 NaK 00.58 00.57

 MgK 07.95 07.38

 AlK 02.36 01.98

 SiK 01.41 01.14

 MoL 00.79 00.19

 CaK 03.05 01.72

 CsL 10.63 01.81

 FeK 18.01 07.28

(1'stflyashfilter)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55.59 71.29

 NaK 03.05 02.72

 MgK 04.84 04.09

 AlK 11.43 08.69

 SiK 12.16 08.88

 MoL 01.11 00.24

 CaK 06.33 03.24

 CsL 05.49 00.85

 FeK 00.00 00.00

(3'rdflyashfilter)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35.72 52.14

 NaK 01.09 01.11

 MgK 01.52 01.46

 AlK 12.31 10.66

 SiK 29.68 24.68

 MoL 00.34 00.08

 CaK 10.87 06.33

 CsL 00.00 00.00

 FeK 08.47 03.54

(4'thflyashfilter)

그림 3.3.2.8SEM-EDXanalysisof1'st,3'rdand4'thflyashfiltersafter

trappinggaseouscesium atthetrappingtemperatureof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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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u포집실험

루테늄 포집실험은 배기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voloxidizer에서 루테늄 발

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의 가열 역에 칼슘필터

(18mm(O.D)X10mm(H))10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루테늄

을 포집하 다.

기체상 루테늄의 공 원으로 Ru0.594g을 사용하 다.포집 온도 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800℃,두 번째 포집 zone은 600℃에 도달

되도록 한 후 11.5시간 유지시켰다.그런 다음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

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간 동안 1200℃에 도달되도

록 한 후 10시간 유지시켰다. 한 voloxidizer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0.5L/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3.2.9에 루테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그림에 나타

난 것처럼 칼슘필터 1단 필터표면이 검갈색으로 변하 다.칼슘필터 1단 2단

의 표면을 SEM-EDX로 분석하 다.그림 3.3.2.10의 SEM-EDX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SEM 상 측정 결과에서는 칼슘필터 1단의 표면에 결정상이 형성된 것

을 찰할 수 있었다. 한 EDX를 이용하여 필터 1단 2단 표면의 화학 조

성을 분석한 결과 1단의 루테늄은 45wt.% 로서 칼슘필터 표면에 루테늄이 포집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반면에 칼슘필터 2단에서는 루테늄이 검출되지 않았

다.루테늄 포집 후 칼슘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2.11에 나타난

것처럼 루테늄이 CaRuO3상으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2.9기체상 루테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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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K 27.92 60.64

 AlK 00.36 00.47

 SiK 00.53 00.65

 RuL 44.85 15.42

 CaK 26.10 22.67

 FeK 00.25 00.16

(1'stcalcium filter)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K 51.05 71.94

 NaK 00.71 00.70

 AlK 00.37 00.31

 RuL 00.00 00.00

 SiK 00.51 00.41

 CaK 47.36 26.64

(2'ndcalcium ashfilter)

그림 3.3.2.10SEM-EDXanalysisof1'stand2'ndcalcium filtersafter

trappinggaseousruthenium

10 20 30 40 50 60 70

0

500

1000

1500

n

n n
n

n

n

n

n

n : Calcium Ruthenium Oxide(CaRuO
3
)

 

In
te

n
s
ity

2q [deg.]

그림 3.3.2.11XRDpatternsof1'stcalcium filterafter

trappinggaseousruth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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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e포집실험

Tc는 인공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surrogate로서 화학 특성이 비슷한

Re(AldrichCo.99.9%)을 기체상 Tc의 공 원으로서 사용하 다. 늄은 매우

높은 녹는 (>3180℃)을 가지며 환원분 기에서는 안정한 특성이 있다.반면에

늄은 많은 refractorymetals처럼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하여 열열학 으로 안

정한 Re2O7(g),ReO3(g) Re2O6(g)와 같은 늄산화물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

다[3.3.2.1～4].

루테늄 포집실험은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voloxidizer에서 늄 발

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칼슘필터(18mm(O.D)X

10mm(H))10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늄을 포집하 다.기

체상 늄의 공 원으로 Re0.206g을 사용하 다.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800℃,두 번째 포

집 zone은 600℃에 도달되도록 조정한 후 4시간 유지시켰다.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560℃에

도달되도록 한 후 3시간 유지시켰다.이때 voloxidizer의 온도를 560℃에 도달되

도록 한 후 3시간 유지시켰다. 한 voloxidizer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0.5L/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3.2.12에 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칼슘필터 1단 필터표면이 포집 흰색에서 포집 후 검갈색으로 변하

다.칼슘필터 1단 2단의 표면을 SEM-EDX로 분석하 다.그림 3.3.2.13에 나

타난 것처럼 SEM 결과에서는 칼슘필터 1단의 표면에 결정상이 형성된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한 EDX를 이용하여 1단 2단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 1단의

늄은 67wt.% 로서 칼슘필터 표면에 늄이 잘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반면에 칼슘필터 2단에서는 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늄 포집 후 칼슘필터를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2.14에 나타난

것처럼 늄은 calcium rhenium oxidehydrate(Ca(ReO4)2․2H2O)상으로 포집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단 내에 늄이 약

량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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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2기체상 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외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14.41 50.35

 NaK 00.52 01.26

 MgK 00.49 01.12

 AlK 02.33 04.83

 SiK 03.32 06.62

 CaK 10.32 14.39

 FeK 01.18 01.18

 ReL 67.43 20.24

(1'stcalcium filter)

Matrix Correction:   ZAFElement Wt% At%

 O K 45.95 67.97

 AlK 00.32 00.28

 SiK 00.35 00.29

 CaK 53.00 31.30

 FeK 00.37 00.16

REL 00.00 00.00

(2'ndcalcium ashfilter)

그림 3.3.2.13SEM-EDXanalysisof1'stand2'ndcalcium filtersafter

trappinggaseousrh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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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분야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세부연구 목표,주요 연구개발 실 ,달성도 등을 표 4.1.1에 나타

내었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연구 목표는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휘발성 산화기술 개발,배기체 처리 기술개발,폐피복 염소 처리 기술개발,

DFDF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등 5가지이다. 항목에 걸쳐 당 정한 목

표를 달성하 다고 사료된다.

제 2 련분야 기여도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와 SIMFUEL을 이용하여 성형,소결 등의 부가 공

정이 없는 휘발성 산화 입자 제조 공정을 개발하 다.이 공정으로 해환원공정

의 충 율과 해환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최 20mm 크기의 다공성 입자 시

작품을 제조하 다.상기 입자 제조 기술을 PRIDE 용 Voloxidizer설계에 반

하여 해환원공정에 입자 형태의 원료물질을 공 할 정이다.상기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하 다.

선택 세슘 테크네튬 포집필터를 개발하여,석탄회 필터에는 Cs,칼슘

필터에는 Re(Tc 용),AgX필터에는 I이 선택 으로 분리 포집되는 기술을 확

보하 다.상기 기술로 인해 염폐기물 처리공정의 고 폐기물 발생량이 어들

고,Cs필터는 감마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다. 련 기술을 국내특

허로 출원하 으며,2010년 상반기 미국 특허로도 출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1,200℃ 아르곤 분 기에서 휘발성핵종 세슘이

43% 휘발되었다.공기분 기 1,200℃에서는 세슘이 약 90% 휘발되었다.INL진

공분 기 1,200℃ 자료는 98% 제거율을 보 다.석탄회필터를 감마스캐닝하여

Cs-134,Cs-137를 측정한 결과 세슘이 필터 셋째 단 이내에 량 포집되어 포집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 다. 한,비방사능의 단일 성분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의 산화 처리 공정조건을 도출 하 으며,증기압이 낮은 핵분열생성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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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O2의 경우에 산소분 기에서도 휘발율이 낮아서 감압공정을 도입한 결과,

99%를 휘발 제거시킬 수 있는 공정조건을 도출하 다.

표 4.1.1 당해 단계 목표 달성도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3)

(%)
비고

사용후핵

연료

탈피복

기술개발

•정 조건하 연소도,산화온도에 따른 산화

탈피복 실험자료 확보.

• 연소도(37GWd/tU)사용후핵연료의 2.5

cm Rod-Cut의 경우 500℃,공기분 기에

서 10시간 산화시 탈피복율이 99%이상.

•고연소도(50GWd/tU 이상)사용후핵연료

의 경우 산화 탈피복율이 30% 정도로 회

운동이 필요한 것을 확인함.

•고효율 수평형 기계 슬리 장치 이용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60GWd/tU,Zirlo

피복 )를 슬리 하 음.탈피복율 약 74%

고,피복 내면에 26% 핵물질 잔류함.

산화탈피복 방법 추가 용시 우라늄 회수

율 99% 음.

•수평형 기계 슬리 장치를 이용하여

25cm Rod-Cut1개를 슬리 하는데 약 0.5

분 소요되는 효율 인 공정임.

20 100

• 연소도

산화

탈피복율:

99%이상

•연소도 60

GWd/tU

기계

탈피복 후

산화

탈피복율:

99%이상

휘발성

산화기술

개발

•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처리 공정

조건 도출(700℃,3시간,산소).

•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제거율 증 를

한 휘발성 산화공정 조건 도출(1200℃,3

시간,7≦압력(torr)≦76).

•고정형 고온 배기체 처리장치와 In-Line

형인 200kgHM/batch회 형 휘발성 산

화장치 개발 (국내 특허 출원).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해환

원이 용이한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국내특허 출원).

•PRIDE시설 해환원공정에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장치 개념 설계.

30 100

•Ru산화율:

89%

•RuO2,

Cs2MoO4

휘발율:

99%

•회 형

Voloxidier

이용 그래뉼

제조

•PRIDE

시설용 장치

제작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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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200gHM/batch규모 배기체 실험장치 설
계,제작 기술 확보.

•상압 진공하 Cs,Tc,I의 선택 분리 기
술 확보.

•필터의 건 성이 유지되는 세슘의 포집량
분석 필터 교체 운 방식 개발.

•선택 세슘 테크네튬 포집필터 개발.

•사용후핵연료 이용 필터의 포집성능 확인
운 자료 확보.

25 100

•SIMFUEL
이용 상압
포집:
XRD분석
결과 선택
분리 확인
•사용후핵연
료 이용 Cs
포집율:
99% 이상

총계 100

SIMFUEL을 1000~1200℃에서 열처리한 결과 1000℃에서 분말 입자간의 목

이 형성되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입자들이 성장하여 입도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1,200℃ 열처리시 평균입도는 약 10배 증가되었고,충 도는 기

겉보기 도 기 약 280% 향상되었다.

연소도와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50GWd/tU 기 )이용 산화 탈피복

기계 탈피복 핫셀 시험을 통하여 탈피복율 99% 이상의 공정조건을 설정하고,

향후 용량 탈피복 공정 개발을 해 필요한 핵심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하

다.200gHM/batch규모 SIMFUEL를 처리 할 수 있는 회 형 고온 휘발성 산

화장치와 일체형인 고정형 고온 배기체 처리 장치의 설계 제작 기술을 확보

하여 향후 공학규모 장치 설계를 한 기본자료 확보하 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상기의 기술들 즉,탈피복 기술,휘발성 산화 처리

기술,배기체 처리 기술,폐피복 염소처리 기술,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기

술은 이로 KAPF시설의 처리 공정 구축에 기반 기술로 기여하리라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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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를 이용한 그래뉼 제조 기술은 PRIDE 용 25

kgHM/batch규모 Voloxidizer설계에 본 연구결과를 반 하여 그래뉼 형태의 연

료입자를 해환원공정에 공 정이다.이 기술이 성공 으로 입증되면 ESPF

시설에도 용할 정이다.

당 연구 이 제안한 입도제어,핵종제거,선택 핵종포집 (PRESENT,

Particlesizecontrol,REmovaloffissionproduct,SElectiveNuclideTrapping)

공정은 향후 미국 AFCI 로그램의 이로공정,습식 공정의 처리공정에 용

이 기 된다.

선택 핵종 포집기술은 세슘 필터의 경우 폐기물이 되며,감마

소스로 활용이 기 된다.장수명핵종 Tc-99,I-129는 taget으로 제조하여 소멸처

리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 기 된다.염폐기물 처리 기 공정인 INL세라믹공정

으로 염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본 공정은 INL세라믹공정의 고 폐기

물을 상당히 감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 공정 개발을 통하여 미래형 핵연료주기

핵심기술을 확보하 으며 원자력 기술의 세계 추세인 GEN-IV,INPRO,AFCI

로그램에 능동 처에 활용할 수 있다.

탈피복 기술,휘발성 산화 처리 기술,배기체 처리 기술,폐피복 염소처리

기술,핫셀 공정장비 운용 고도화 기술은 KAPF의 기반기술로 활용할 정이다.

회 형 고온 휘발성 산화장치와 일체형인 고정형 고온 배기체 처리 장치 기

술은 향후 국내외 처리공정에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핫셀 공정장비 유지보

수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시험시설 뿐만 아니라 향후 KAPF시설에서도 활용 가

능하다.



-72-



-73-

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환원용 처리용량을 증 시키기 한 연료입자 조건으로는 해질의 침

투가 용이한 다공성 구조,충 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그리고 mm 단 정도의

크기가 요구되고 있다.그리고 해환원 에 미소입자들이 분리되어 해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환원체에 해물이 부착되어 동반제거를 감소시키는 형태

가 요구되고 있다.일본의 CRIEPI에서는 연료입자의 해환원 처리용량을 높이

기 해서 SIMFUEL을 이용하여 1000℃의 공기분 기하에서 휘발성 산화처리를

한 후에 얻은 분말을 성형 소결하여 펠렛 연료입자를 제조하 다[6.1.1].이러

한 연료입자 제조방법은 성형과 소결과 같은 부가 인 공정이 요구된다.

ORNL에서는 UREX+공정을 해 처리 과정으로 Rotary-Kiln형태의 5

kg규모 사용후핵연료 처리용 Voloxidizer를 이용하여 600℃까지 산화 탈피복,

분말화,휘발성 핵종을 제거하고 있으며[6.1.2],I핵종의 휘발 제거율을 높이기

해서 산화처리 온도를 증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이럴 경우 세슘과 테

크네튬이 동반 휘발되며,KAERI가 보유하고 있는 이들 핵종 포집 기술이 필요

하게 된다.따라서 습식 공정에도 KAERI보유 배기체처리 기술이 용될 가능

성이 있다.

KAERI와 INERI과제 “DevelopmentofAdvancedVoloxidationProcess

forTreatmentofSpentFuel"를 수행하고 있는 INL에서는 ANSTO와 함께 요

오드 필터 포집제를 주석분말을 이용 HIP방법으로 encapsulation고화체를 만드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 0.5mm이상의 해환원용 원료입자를 제조하기

해서 소규모 Rotary-Kiln형태의 Voloxidizer제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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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비

정부 :1,5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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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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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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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20.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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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비
정부 :3,600,000천원
기업 : 천원
계 :3,600,000천원

연구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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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폐기물처리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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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215

○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하여 해환원이 용이한 구형 다공성 연료입자 제조 조건
도출
-아르곤분 기,1200℃,10시간,2-3rpm 에서 1mm이상 UO2+x그래뉼 85% 이상 회수
-4%H2-Ar분 기,700℃,5시간 운 에서 쇄강도 13N이상 UO2그래뉼 제조
○ 윤활제 혼합 없는 이론 도 60∼80% 다공성 UO2펠렛 제조 조건 도출
-U3O8분말을 링 윤활제 혼합 없이 300∼500MPa에서 성형하여 이론 도의
58∼72%의 압분체 제조

-압분체를 아르곤분 기 1200∼1400℃에서 소결하여 이론 도의 약 55∼80%인 다공성
펠렛 제조

○ 50kg-HM/batch기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제작
○ 50kg-HM/batch기 공학규모 용량(직경 ~25cm)석탄회 필터 칼슘필터 제조기술 확보
○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Cs포집효율 99%,칼슘필터를 이용하여
Re포집효율 99%,AgX필터를 이용하여 I포집효율의 99% 이상 확보

○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 운 자료 확보
○ PRIDE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개선,추가공정장비(입도분 기,원료물질
이송용기,분진제거기)설계, 해환원용 원료입자 특성( 도,입자,강도,구형도 등)분석
차서 개발

○ DFDF핫셀용 1kg-HM/batch규모 원료입자 제조장치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다공성 그래뉼, 해환원 공정,원료물질,
다공성 펠렛,핵분열생성물 포집,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처리
장치,공학규모 휘발성산화장치

어

Spentfuel,Head-endprocess,Feedmaterialforoxidereduction
process,Porousgranule,Porouspellet,FissionproductTrap,
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eatingequipment,
Engineeringscale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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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목

고도 처리 단 공정 기술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연구개발의 목

• 공학 규모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 기술 개발

-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 개선

2.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처리 공정기술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처리 공정인 이로 공정의 선행 기술임.본 연구에서 추진 증인 처리

공정에서는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을 이용하여 세슘,테크네튬,요오드 등 주요 핵종을

이로 해환원 공정 에 제거하므로,고 방열 세슘의 사 제거로 인해 해환원공

정의 염 사용횟수가 증 하고,요오드의 사 제거로 인해 박막 결정화법을 이용해

해환원 염인 LiCl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이 이 있음.

한,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에는 Kr,Xe,H-3등 휘발성 배기체와 Cs,Tc,

I등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 발생하므로 시설의 안 운 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

리를 해서 이에 한 한 처리 리 기술개발이 필요함.상기 기체상핵분열

생성물을 선택 으로 포집하면 폐기물 처리 처분 에서 많은 이득이 상됨.

본 연구에서는 Cs,Tc,I핵종이 제거되고 해환원에 합한 형태를 갖는 다양한

형태의 원료입자 제조기술에 하여 연구하 음. 한,Cs,Tc,I등 휘발성 핵종을

선택 으로 포집할 수 있는 공학규모 배기체처리장치를 설계,제작하 고,이를 이용

성능실험을 수행하여 규모 확 에 비한 기 자료를 확보하 음.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1.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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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그래뉼 입자 제조 실험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 조건별 실험

․실험변수:온도(~1200℃),회 수,분 기 등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기술 확립

․제조공정 변수 최 화

․1mm이상 입자회수율 85%

•다공성 펠렛 입자 제조 실험

-산화분말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 조건별 기 실험

2.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제작

-포집매질의 특성,포집될 핵종의 양,운 온도,공탑속도 등과 같은 설계

기 안 수립

-50kgHM /batch규모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기본 설계

-500kgHM 처리용량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성능 실험 평가

-석탄회필터를 이용한 기체상 세슘의 포집효율 분석

-칼슘필터를 이용한 기체상 늄의 포집효율 분석

-AgX를 이용한 요오드의 포집효율 분석

3.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휘발성 산화장치 품질 리 장치 구축

-휘발성산화장치 시운 후 보완

-품질 리 장치:입자강도,입도,구형도 등

•운 조건별 장치 성능평가

-시운 조건:온도,회 ,기계 작동 특성 등

-장치크기 증 에 따른 운 향인자 분석

•입도분 기,Ar충 기(원료물질 이송용기),분진제거기 등 설계

•휘발성 산화 장치(우라늄분진제거기,입도분 기,Ar충 기(원료물질 이송용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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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FDF핫셀용 원료입자 제조 배기체처리장치 설계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설계

-성능 장치 재질 선정

-1kgHM 규모 원료입자 제조 장치 기본설계

•배기체처리장치 설계

-포집매질의 특성,포집될 핵종의 양,운 온도,공탑속도 등과 같은 설계

기 안 수립

-1kgHM/batch기 3batch처리용량 원료입자 제조 공정 배기체처리장

치 기본설계

Ⅳ.연구개발결과

1.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다공성 그래뉼입자 제조 실험

-UO2+x그래뉼의 회수율은 1200℃,10시간,3rpm에서 88.7%로 가장 높았

음.

-1200
o
C,10시간,2rpm 조건에서 회수율은 85%이나 그래뉼 특성은 가장

우수함.

-UO2+x를 700∼1200℃에서 환원열처리시 환원온도 증가에 따라 그래뉼 도는

약간 증가하 고,강도는 환원온도에 따라 증가하 다.1200℃ 환원 시 그래뉼

강도는 UO2+x그래뉼(17N)보다 약 30% 증가한 22N을 나타내었음.

-그래뉼의 회수율 특성은 온도의 향이 매우 큼,따라서 기존의 1250℃∼

1300℃로 열처리 할 수 있는 재질이 요구됨

- 해환원 실험결과 그래뉼은 펠렛보다 속 환율이 높으나 취 시 기계

안정성이 낮음.

•다공성 펠렛입자 제조 실험

-U3O8분말을 링 윤활제 혼합 없이 300∼500MPa에서 성형하여 이론 도

의 58∼72%를 압분체를 얻었음.

-압분체를 1200∼1400℃에서 소결하여 이론 도의 약 55∼80%인 다공성 펠렛을

얻을 수 있었음.

- 해환원시험 결과에 의하면 이론 도의 70% 펠렛이 가장 속 환율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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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제작

-PWR( 기농도:4.5wt.%,연소도:55,000MWd/tU,냉각기간:10년)사용후핵연

료를 선정하여 50kg-HM/batch규모의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고 제

작함.

-배기체 처리장치는 voloxidation공정 FPs휘발량,포집매질의 특성,배기가스

이송 배 유지온도 단 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기 안을 고려하여 설계함.

-Cs,Rb,Cd핵종은 flyashfilter(porousinorganicfilter),Tc,Mo,Te,Se핵종

은 Cafilter(porousinorganicfilter),그리고 I Br의 포집은 AgX로 포집하

며,최 포집 온도가 각각 900℃,700℃ 250℃가 되도록 설계함.

-배기체 처리시스템은 각 단 포집장치 별 포집매질의 특성,포집될 핵종의 양,

운 온도,공탑속도 등과 같은 설계기 을 고려하여 설계함.

-배기체 처리시스템 설계 기 수립 시 향후 핫셀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장치의

원격성, 근성,운 성,효율 인 보수/유지를 하여 개별 으로 분리가 가능한

장치의 유연성,포집 후 필터 분석을 한 포집통의 분리성 고온 내구성이 유

지되는 장치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제작함.

-내경 250mm 크기의 석탄회 칼슘 필터를 개발함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성능 실험 평가

-공학규모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세슘

을 포집한 결과 99% 이상의 포집효율을 획득함.

-공학규모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칼슘필터를 이용하여 늄을

포집 한 결과 99% 이상의 포집효율을 획득함.

-공학규모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AgX를 이용하여 요오드를

포집한 결과 99% 이상의 포집효율을 획득함.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 운 자료 생산.

3.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휘발성 산화장치 품질 리 장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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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gU/batch휘발성 산화장치를 제작하여 각 부분에 한 시운 을 완료하

음.

-품질 리를 한 강도, 도,구형도 장치를 구입하여 시험을 통해 해환원용

원료입자 특성 분석 차서를 개발하 음.

•운 조건별 장치 성능평가

-1200℃에서 체를 가동하여 성능을 확인하 음

-집 하 을 받는 특수형 로터리 조인트의 베어링 오링 부분을 개선하 음.

-장치크기 증 에 따른 운 향인자 분석결과에 의하면 휘발성 산화장치의 직

경이 커질수록 유동성이 떨어짐으로 회 속도를 증가시켜야 함.

•입도분 기,Ar충 기(원료물질 이송용기),분진제거기 등 설계

-입자크기를 3종류로 분리하는 2단의 3차원 운동 진동수를 조 하는 고효율

의 입도 분 기를 설계하 음.

-원료물질의 산화를 방지하고 아르곤 셀의 해환원공정으로 이송하기 한 원

격조작용 원료물질 이송용기를 설계함.

- 우라늄 분진을 제거하기 해서 0.5 ㎛입자를 선별할 수 있는 sintered

wire-mesh필터를 이용한 우라늄 분진 제거기를 설계하 음.

•휘발성 산화 장치(우라늄 분진제거기,입도분 기,Ar충 기 포함)설치

-‘12년 2월까지 장치의 설치를 완료할 정임.

- 원공 유틸리티 설비를 구매제작을 완료하 음.

4.DFDF핫셀용 원료입자 제조 배기체처리장치 설계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설계

-1kgHM/batch규모의 성능설계 ∼13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을 선정

하 음.

-산화탈피복 고온 열처리가 가능한 회 로에 한 기본설계를 하 음.

•배기체처리장치 설계

-PWR( 기농도:4.5wt.%,연소도:55,000MWd/tU,냉각기간:10년)사용후핵연

료를 선정하여 1kg-HM/batch규모의 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함.

-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는 voloxidation공정 FPs휘발량,포집매질의 특성,

배기가스 이송 배 유지온도 단 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기 안을 고려하여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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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공성 그래뉼 제조기술,다공성 펠렛 제조기술은 보다 많은

기술자료(사용후핵연료 이용한 핵종 출 자료,사용후핵연료 이용 제조성 검증 등)를

축 하여 여러 가지 측면(제조특성,핵종 출특성,취 성,공정용이성,안 조치성,

해환원특성, 해정련 특성 등)에서 종합 검토하여 정 기술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선택 핵종 포집기술은 세슘 필터의 경우 폐기물이 되며,감마 소스로

활용이 기 된다.장수명핵종 Tc-99,I-129는 target으로 제조하여 소멸처리 연구에 활

용되는 것이 기 된다.염폐기물 처리 기 공정인 INL 세라믹공정으로 염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본 공정은 INL세라믹공정의 고 폐기물을 상당히 감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고도 처리 단 공정 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해환원 원료물질 제조기술,배기체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한미공동연구의 lab-scale연구 공학규모 연구에 있어 한국이

처리분야 연구를 주도 하는데 극 활용하고 있다.

ACPF 해환원 공정에 공 할 목 으로 설계한 DFDF핫셀용 해환원 원료물질

제조장치와 제조공정 발생하는 배기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배기체처리장치는 2012년

도 연구에서 제작할 정이다.제작한 장치를 DFDF핫셀에 투입은 IAEA 시설부록,

미국의 JD를 획득한 후에 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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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 요약문)

I.ProjectTitle:

Advancedhead-endUnitProcessDevelopment

II.ObjectivesandNecessitiesoftheProject

A.Objectives

○ Developmentofadvanced head-end process ofspentnuclear fuelin

engineeringscale

-Advancedhead-endunitprocessofspentnuclearfuel

-PerformanceimprovementofrotaryvoloxidizerforPRIDEfacility

B.NecessitiesoftheProject

Head-end processtechnology ofspentnuclearfuelsuch asdismantling of

spentfuelassembly,extractionoffuelrods,chopping,decladding,manufacturingof

properfeed materialforoxidereduction and electro-refining processes,off-gas

treatment,etcisnecessaryforadvancednuclearfuelcycle,thatis,pyro-processing

fuelcycle.Inthisproject,unitprocessesformanufacturingvariousfeedmaterial

andtrappingsemi-volatilefissionproductshavebeenintensivelyinvestigated.

KeyR&D pointofthishead-endprocessisthehightemperaturevoloxidation

process.Ifusing thishigh temperaturevoloxidation process,importantnuclides

such asCs,Tc,iodine,etcareremovedpriortooxidereduction process.So,

pre-removalofhighlydecayheatingCscanincreasetheusenumberofsaltin

oxidereductionprocess. Also,duetopre-removalofiodine,layercrystallization

processcanreuseLiClsaltofoxidereductionprocess.

Volatilefissionproduct(Kr,Xe,H-3,etc)andsemi-volatilefissionproduc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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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I,etc)arereleasedduringhead-endprocessofspentfuel.So,inorderto

operaterelatedfacilitysafelyandtomanageradio-activitydoseofoperatorssafely,

developmentofoff-gastreatmenttechnologyisneeded.Ifgaseousfissionproducts

canbetrappedselectively,manybenefitscanbeexpectedinview oftreatmentand

disposaloffilterwastes.

Inthisproject,variousformsoffeedmaterialhavebeeninvestigated,which

should have proper structure for oxide reduction process and pre-removed

compositionofCs,Tc,I.Also,engineering-scaleoff-gastreatmentequipmentwas

designedandmanufactured,whichcantrapselectivelysemi-volatilenuclides(Cs,

Tc,I).Basicdataforscale-uphasbeenobtainedthroughperformancetestofthis

equipment.

Ⅲ.ScopeandContentsoftheProject

Thescopeandcontentsoftheprojectareasfollows:

A. Feed form prepa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for oxide

reductionprocess

•Granulepreparationexperiment

- Granule preparation experimentaccording to operation conditions using

rotaryvoloxidizer

․Experimental parameters : temperature(∼1200℃), rational speed,

atmosphericgas,etc.

-Establishmentofgranulepreparationtechnologyusingrotaryvoloxidizer

․Optimizationofpreparationparameters

․Recoveryrateofgranule(particlehigherthan1mm)

•Porouspelletpreparationexperiment

-Preliminaryexperimentaccordingtooperationconditions

B.Offgastreatment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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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ndfabricationofan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apping

system

-Preparationofdesign criteria for off-gas trapping system

-Basicdesignof50kgHM/batchoff-gastrappingsystem

•Performancetestandevaluationofan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

trappingsystem

-Trappingexperimentaccordingtochemicalspecies(Cs,Re,I)byusing

flyashfilter,calcium filter,andAgX

C.Performanceevaluationofrotaryvoloxidizerforoxidereduction

processinPRIDE

•Establishmentofrotaryvoloxidizerandqualitycontroltestequipments

-Individualtestforcomponentsofrotaryvoloxidizerandcomplement

-Qualitycontroltestequipmentsoffeedform :strength,particlesize,

sphericity,etc.

•Performance evaluation of rotary voloxidizer according to operation

conditions

- Fullblank testrun conditions :temperature,rotation,mechanical

operation,etc.

- Analysis of effective operation factor with scale-up of rotary

voloxidizer

•Designofuranium oxideparticulatefiltrationsystem,particlesizeclassifier

andfeedmaterialcontainer

•Installationofrotaryvoloxidizerincludinguranium oxideparticulatefiltration

system,particlesizeclassifierandfeedmaterialcontainer

D.Basic design of equipments for demonstration of feed form

preparationandoff-gastrappingtechnologyusingspentfuelin

DFDFhot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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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ofrotaryvoloxidizer

-Designofperformanceandselectionofmaterialforvoloxidizer

-Basicdesignof1kgHM/batchscalevoloxidizer

•DesignofanDFDFhotcelloff-gastrappingsystem

-Preparationofdesign criteria for off-gas trapping system

-Basicdesignof1kgHM/batchoff-gastrappingsystem

Ⅳ.Resultsofthisproject

Theresultsofthisprojectareasfollows:

A. Feed form prepa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for oxide

reductionprocess

•Granulepreparationexperiment

-Maximum recoveryrateofUO2+x granulewas88.7% atoperatingcondition

of1200℃,10hrs,3rpm

- Even though recovery rate ofgranule was 85%,granule with good

propertieswasobtainedatoperatingconditionof1200℃,10hrs,2rpm

-Granuledensitywasslightlyincreasedandgranulestrengthwasincreased

withincreasingreductiontemperature(700to1200℃).UO2granulestrength

was22N,whichislargerthanUO2+xgranulestrength(17N)by30%.

-Recoveryrateandpropertiesofgranuleswassignificantlyincreasedwith

increasingtemperature.

-Thus,materialforvoloxidizerforenhancementofrecoveryrateofproperties

wasrequiredtowithstandat1250∼1300℃

-Inoxidationreductiontest,oxidationreductionrateofgranulewashigher

thanthatofporouspellet.However,structuralstabilityofgranulewasnot

goodcomparedtoporouspellet.

•Porouspelletpreparationexperiment

-WithoutmillingandlubricantmixingofU3O8powder,greenpelletsof58∼

72% theoreticaldensity(TD)wereobtainedbycompactionofU3O8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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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ressurerangeof300∼500MPa.

-Sinteredpelletsof55∼80% TD wereobtainedbysinteringofU3O8green

pelletsattemperaturerangeof1200∼1400℃.

-Inoxidereductiontest,pelletof70% TDshowedthehighestreductionrate.

B.Offgastreatmenttechnology

•Designandfabricationofan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apping

system

-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appingsystem wasdesignedand

fabricated basedontheestimatedamountoffissionproductsevolvedfrom

thevolxidationprocessofthe1batch(50kg)ofPWRspentoxidefuel(4.5

wt% U-235enrichment,55,000MWD/MTUand10yearscooling).

-Cs,Rb,andCdaretrappedonaflyashfilterataround900℃.Tc,Te,Se,

andMoonacalcium filteraretrappedatabout700℃,andIandBrona

AgXistrappedatabout250℃.

-Off-gastrappingsystem wasdesignedbasedonthedesignrequirements

suchastrappingmedia,fissionproductstobetrapped,designtemperatures

ofthetrappingunits,optimum operationtemperaturesandspecificationsof

thefilters.

-Off-gastrapping system wasalsodesignedandfabricatedbasedonthe

designrequirementssuchasremoteoperability,accessibility,andflexibility

ofinstrument,separabilityoftrappingbasket,materialofinstrument.

-Flyashfilterandcalcium-basedfilter(D:250mm)wasdevelopedbyKAERI.

•Performancetestandevaluationofan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

trappingsystem

-Gaseouscesium wastrappedover99% oftrappingefficiencybyusingfly

ashfilteratthe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appingsystem.

- Gaseousrhenium wastrappedover99% oftrapping efficiency by using

calcium filteratthe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app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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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eousrhenium wastrappedover99% oftrapping efficiency by using

calcium filteratthe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trappingsystem.

-Productionofoperationdataforengineeringscalesemi-volatileoff-gas

trappingsystem.

C.Performanceevaluationofrotary voloxidzerforoxidereduction

processinPRIDE

•Establishmentofrotaryvoloxidizerandqualitycontroltestequipments

- Completion of manufacture and individual test 50 kgU/batch scale

voloxidizer.

- Completion ofPurchase and performance testofquality controltest

equipmentsoffeedform :density,strength,particlesize,sphericity,etc.

-Developmentofcharacteristicanalysisproceduresoffeedform foroxide

reductionprocess.

•Performance evaluation of rotary voloxidzer according to operation

conditions

-Performanceofrotaryvoloxidizerwasverifiedthroughfullblanktestrun.

-BearingandO-ringpartinspecialrotaryjointsubjectedtoconcentrated

loadwasmodified.

- Analysis results ofeffective operation factor with scale-up ofrotary

voloxidzershowedthatrotationalspeedincreasestoimproveparticlebed

motionwithanincreaseofvoloxidizerdiameter.

•Designofuranium oxideparticulatefiltrationsystem,particlesizeclassifier

andfeedmaterialcontainer

-Highefficiencyvibrating screenwith2deck3stages,whichhadthree

dimensionalvibration and frequency control,wasdesigned to classify 3

kindsofparticlesize.

-Remotelyhandledtransfercontainerwasdesignedtotransportfeedmaterial

tooxidereductionprocessinArcellandprotecttheoxidationoffeedform

duringstorageair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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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anium oxideparticulatefiltration system wasdesigned using sintered

wiremeshfiltercapturingparticlesofdownto0.5㎛.

•Installationofrotaryvoloxidizerincludinguranium oxideparticulatefiltration

system,particlesizeclassifierandfeedmaterialcontainer

-AllequipmentswillbewithinFebruary,2012.

-Manufactureofutilitysupplyapparatuswascompleted.

D.Basicdesignofequipmentsfordemonstrationoffeedform preparation

andoff-gastrappingtechnologyusingspentfuelinDFDFhotcell

•Designofrotaryvoloxidizer

- Performancedesign of1kgHM/batch scalevoloxidizerand selection of

materialwithstandingtemperatureupto∼1300℃ wascarriedout.

-Basicdesignofrotaryvoloxidizerforbothoxidativedecladdingandhigh

temperaturevoloxidationwasperformed.

•DesignofanDFDFhotcelloff-gastrappingsystem

- DFDF hotcelloff-gas trapping system was designed based on the

estimated amountoffission productsevolved from thefeed fabrication

processofthe1batch(1kg)ofPWR spentoxidefuel(4.5wt% U-235

enrichment,55,000MWD/MTUand10yearscooling).

- DFDF hotcelloff-gas trapping system off-gas trapping system was

designed on considering process flow diagram,expected mass ofthe

volatilesduringhightemperaturevoloxidation,characteristicsofthetrapping

mediatobeused,design temperatureofeach connection pipebetween

trappingunits,anddesigncriteria.

V.ProposalforApplication

Feedmaterialmanufacturingtechnologysuchasporousgranule,porouspellet,

etcwillbeusedinselectingthebestfeedmaterialprocessfrom thevariouspoints

(manufacturing characteristics,fission product release,handl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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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complexity,safe-guardability,efficiency in the oxidereduction process,

efficiency in the electro-refining process,etc)afteraccumulating various and

reliable technologicaldata(fission product release data of spent nuclear fuel,

verificationoffabricability,etc).

Selectivenuclidetrapping technology can makecesium filterwastebecome

low/intermediatewaste.Cesium filterwillbeused asgamma sourcematerial.

Long-lived Tc-99 and I-129 can be made as targetand can be utilized in

transmutationresearch.AssumingthatsaltwasteistreatedastheINL ceramic

wasteprocess,thisselectivenuclidetrappingtechnologycanbeusedinreducing

highlevelwasteoftheINLreferenceceramicprocess.

Utilizing feed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oxide reduction and selective

off-gastrappingtechnology,KAERIhasledandwillleadthehead-endprocess

partinthelab-scaleR&D phaseandtheeng-scaleR&DphaseofROK-USR&D

projectinpyro-processtechnology.

Feedfabricationequipmentandoff-gastreatmentequipment(1kg-SF/batch)has

beed designed forsupplying the oxide reduction process in ACPF with feed

material.Thesewillbefabricatedin2012fiscalyear.Manufacturedequipmentwill

be installed in DFDF afterobtaining the facility attachmentfrom IAEA and

JD(JointDetermination)fro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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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 목 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 처리 공정기술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처리 공정인 이로 공정의 선행 기술이다. 이로 처리 공정에는 핵연

료 을 세단(chopping)만 해서 해환원 공정에 보내는 ANL법[1.1.1],사용후핵연료

를 기계 탈피복하여 fragment를 이용하는 법, 한 고온에서 열처리하여 Cs,Tc,I

등을 사 에 제거하고 해환원 공정에 합한 원료형태 즉 그래뉼법[1.1.2],다공성 펠

렛법[1.1.3,1.1.4]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추진 증인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법은 세슘,테크네튬,요오드 등 주요

핵종을 이로 해환원 공정 에 제거하므로,고 방열 세슘의 사 제거로 인해 해

환원공정의 염 사용횟수가 증 하고,요오드의 사 제거로 인해 박막 결정화법을 이용

해 해환원 염인 LiCl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장 이 있다.

습식 재처리공정을 해 개발된 온 휘발성 산화공정(voloxidationprocess)은

약 500℃에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산화시켜 분말화 한다.습식 처리공정(chop,low

tempvoloxidationandleachprocess)에서는 여러 핵종 주로 삼 수소만 제거한 분

말을 질산에 용해시킨다.즉,이 공정 조건에서는 삼 수소만 제거되고 Cs은 물론 I,

Kr,Xe,C-14핵종도 거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을 이로 처리 공정에

용할 경우 후속 공정인 해환원(electroreduction)공정에서 상기 핵종들을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된다.

그러나 해환원 공정은 650℃ 고온의 리튬 염화물 분 기에서 수행되는바 이 공

정의 배기체에는 다양한 염화물(LiCl,CsCl등)의 미량 휘발이 상되기 때문에 Kr,

Xe,C-14핵종 포집은 물론 Li,Cs등의 안 처리에 어려움이 상된다.이때,요오드

의 경우 해환원반응기의 폐기물 염상(saltphase)으로 이동하리라 상되지만 재

까지 이에 한 처리방법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이 성공하면 기존 온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 제거가 안되는 Cs,Kr,Xe,C-14,I,Tc,Mo등도 제거할 수 있다.

고온 휘발성산화공정을 개발할 2007년 당시 해환원 공정에서는 미세 분말 형태

의 U3O8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의 충 도는 약 2g/cc로서 해환원 공정의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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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 시키는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따라서 분말 사용에 따른 분진확산 문

제,처리용량 증 ,핵종사 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 1단계 연구(2007년∼2009년)에서 제조 가능성을 타진한바 있는 다공성 우라

늄 산화물 입자는 해환원 속도가 크고, 해환원이 완료된 후 해정련공정으로 염

이송(carryover)이 으며,분말에 비해 충 도가 높은 장 이 있다.따라서,본 2단

계 연구에서는 이 다공성 그래뉼 입자의 구체 제조 조건 즉 온도,회 수 등 제조

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한,다공성 그래뉼입자와 더불어 듀픽기술을 이용한 다공성 펠렛입자 제조기술,

핵종을 제거하기 해 산화분 기에서 고온 열처리한 U3O8분말을 링 등 별도의 조

작 없이 직 압분하면서 가열하는 가열 압분법(hotpress)에 해서도 연구하 다.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 세슘,테크네튬 등 핵종의 제거로 방사능 가

약 50% 감소한다.이로 인해 후속공정인 해환원, 해정련(electrorefining)공정의

방사능 부하가 감소하여 해환원, 해정련 시설 공정장치의 설계,제작,운 (차

폐두께,재료 내구연한 등)에 유리하므로 경제 이득이 상된다.

본 처리 공정에서 세슘을 휘발시켜 안정한 형태로 미리 선택 으로 포집하면 후

속공정에서 폐용융염을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는 고 세라믹 폐기물로 만드는 기존

기 공정에 비하여 고 폐기물양도 작고,공정 효율도 높아 경제성 향상이 상된

다.

Tc(*장수명 핵종),Mo등 핵종의 선 제거로 해정련 공정의 처리 효율 향상으

로 인한 경제성 증 가 상되며,입도 조 등으로 충 도 향상이 상된다.이로

인한 해환원 공정의 처리용량 증 로 공정의 경제성 향상이 상된다. 한, 해환

원 공정, 해정련 공정,염폐기물 처리 공정 등의 공정 효율 증 로 인한 체 이

로(pyroprocessing)공정의 경제성 향상이 상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에는 Kr,Xe,H-3등 휘발성 배기체와 Cs,Tc,I등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 발생하므로 시설의 안 운 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 리

를 해서 이에 한 한 처리 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1단계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휘발성 핵종에 한 선택 포집특성 연구를

수행하 다.상기 기체상핵분열 생성물을 선택 으로 포집하면 폐기물 처리 처분

에서 많은 이득이 상된다.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를 더욱 발 시켜 공학규모

배기체처리 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하 다.

끝으로,ACPF 해환원 공정에 공 할 DFDF핫셀용 해환원 원료물질 제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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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제조공정 발생하는 배기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배기체처리장치를 설계하 다.

이는 IAEA 시설부록,미국의 JD를 획득한 후 장치를 제작 투입할 목 으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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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 목표 내용

본 연구 단계인 2010년 ∼ 2011년도 수행한 “고도 처리 단 공정기술개발”세부

과제 연구의 단계 목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목표

○ 사용후핵연료 처리 단 공정 기술 개발

○ 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 개선

2.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1)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 조건별 실험

(2)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기술 확립

나.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1)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제작

(2)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성능 실험 평가

다.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1)휘발성 산화장치 품질 리 장치 구축

(2)운 조건별 장치 성능평가

(3)원료물질 특성 분석 개량

(4)휘발성 산화 공정 운 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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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해환원 원료입자 제조기술 개발

1.국외 기술개발 황

미국 INL은 PWR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의 휘발성 산화공정과 고방사성 배기

체 처리에 하여 한국의 KAERI,미국의 ORNL과 I-NERI과제로 2004년 6월부터 3년

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 다.휘발성 산화공정 조건을 변화시켜 가면서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 제거 거동을 분석하 다[2.1.1.1].

미국 INL은 이로 공정에 용할 목 으로 산화 탈피복율 최 , 정 입도 유지,

고방사능 핵종인 세슘 제거,장수명 핵종인 I-129,Tc-99,C-14제거가 가능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ORNL은 UREX+공정에 용하기 해 상기 핵

종 외에 추가로 Mo,Ru,Pd등을 제거하기 한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ORNL에서는 UREX+공정을 해 처리 과정으로 Rotary-Kiln형태의 5kg규모

사용후핵연료 처리용 Voloxidizer를 이용하여 600℃까지 산화 탈피복,분말화,휘발성

핵종을 제거하고 있으며[2.1.1.2],I핵종의 휘발 제거율을 높이기 해서 산화처리 온

도를 증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JAEA는 1992년 습식 재처리 질산 용해공정의 NOx분 기 하에서 발생하는

삼 수소 등의 제거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용해공정 휘발성 산화공정을 도입하

다.회 로(rotarykiln)를 사용한 500℃의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성공 으로 U3O8

분말화 하 으며 부분의 삼 수소를 제거하 다[2.1.1.3].

일본 NDC에서는 산화탈피복・분말화인 공정 PULDOX 공정을 개발하여 분말제조

공정온도별 분말의 입도에 따른 1000℃의 감압 하에서 핵종휘발 특성을 연구하 으며

미세입자의 분말에서 Cs핵종의 휘발율이 높음을 보 다[2.1.1.4].

일본의 CRIEPI에서는 연료입자의 해환원 처리용량을 높이기 해서 SIMFUEL을

이용하여 1000℃의 공기분 기하에서 휘발성 산화처리를 한 후에 얻은 분말을 성형

소결하여 펠렛형 원료입자를 제조하 다[2.1.1.5].

한미 핵주기 공동연구 IntegratedRecyclingTest(PhaseII,2013∼)를 한 공정

Flow sheet설정 처리 장치 설계에 반 하기 해 처리 공정 후보 시나리오별

평가를 한 결과 미국에서는 기계 탈피복에 +피복 내부에 부착된 핵물질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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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로 회수하여 각각 해환원공정에 공 하는 공정을 제안하 다.

2.국내 기술개발 황

KAERI는 휘발성 산화공정,공정 핵분열 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발생된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 포집에 하여 미국 INL,ORNL과 2004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획으로

I-NERI과제로 공동 연구 에 있으나,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실험

은 한미 공동상설 원회 결정에 따라 미국 INL핫셀에서 수행하기로 하 다.

KAERI는 DUPIC핵연료 제조를 해 약 500℃에서 산화 실험을 수행하여 Kr제

거율이 약 30% 이하,C-14의 제거율이 약 10% 이하임을 확인하 다. 한 산화 환

원(OREOX)공정 Kr,C-14의 거동에 하여 연구하여 부분의 Kr,C-14이 제거

됨을 확인하 다.소결 공정 세슘의 거동에 하여 연구하여 부분의 세슘이 방출

됨을 확인하 다[2.1.2.1].

KAERI에서는 SIMFUEL를 500℃에서 산화처리를 하여 생성되는 U3O8분말을 이

용하여 해환원용 그래뉼형 펠렛형 원료입자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미 핵주기 공동연구 IntegratedRecyclingTest(PhaseII,2013∼)를 한 공정

Flow sheet설정 처리 장치 설계에 반 하기 해 처리 공정 후보 시나리오별

평가를 한 결과 한국에서는 기계 탈피복에 의해 생성된 fragment는 고온에서 열처

리를 하여 핵종을 휘발시킨 후 해환원공정에 공 하고,피복 내부에 부착된 핵물

질은 온산화로 회수한 후에 성형 소결을 하여 다공성 펠렛을 해환원공정에 공

하는 공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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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배기체 처리기술개발

1.국외 기술개발 황

PUREX공정 련 H-3,C-14,Kr-85,I등 배기체 처리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실제 상용공장의 경우 I,H-3는 포집 후 바다 투기[ 랑스 LaHague],C-14,Kr-85는

기로 방출[ 랑스 LaHague,일본 Rokkasho]하고 있는 실정이다.2009년 미국에서

는 PUREX공정의 배기체 처리 연구를 해 Sigma (ORNLDr.Jubin리드)을 구성

하여 I,Kr-85,H-3,C-14핵종 포집 wasteform에 하여 본격 으로 연구를 시

작하 다.일차 으로 요한 연구로서 요오드의 포집과 고정화이며 다음으로 크립톤

(제논)의 포집과 고정화 연구이다.최근까지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에서 조차 배기체

처리 련 연구는 소홀했으나 이제야 배기체 처리기술의 요성을 인식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온 공정인 건식 재가공 공정과 련된 배기체 처리 기술자료는 1992년 미국에서

L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처리하는 AIROX(AtomicsInternationalReduction and

Oxidation)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발생량 처리방법에 하여 일

부 기술되어 있다.하지만 기술 보유 수 은 기 연구단계 수 으로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련된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방안,처리조건,처리효율 등에 한

자료가 부족하며 기술 수 은 미흡한 상태이다.

캐나다 AECL은 1996년부터 건식 재가공 공정의 OREOX 소결로 배기체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세슘의 포집물질로 kenturkystone redartclay를 포집재로

선정하 으며 이를 이용한 산화 환원 분 기 변화,포집 온도,유속,최 포집 용

량 등에 한 세슘 포집 실험을 수행하 다[2.2.11,2.2.1.2]미국의 westinghouse에서

는 melt-dilute 공정 시 발생하는 세슘을 처리하기 해서 glass frit,activated

alumina와 zeolite-basedmolecularsieves의 포집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activated

alumina가 가장 강력히 세슘을 포집한다고 발표하 다. 한 미국의 Westinghouse에

서는 activatedalumina와 zeolite4A를 이용하여 melt-dilute공정 시 발생하는 세슘

을 처리한 결과 세슘의 포집매질로서 zeolite4A가 우수하다고 발표하 다[2.2.1.3].그

밖에 일본,미국,독일 등에서는 유리화 공정,소각 공정 등 고온 공정으로부터 발생되

는 Cs,Ru,C-14,I,Kr,Xe,H-3등의 배기체 처리 공정기술개발을 제거 효율,재

활용성,처분 안 성의 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감과 이에 따른 처리

처분 비용이 감되는 기술 기존 기술의 개선 연구를 병행하여 각 장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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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집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INL과 ORNL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의 휘발성 산화공정과

고방사성 배기체 처리에 하여 한국의 KAERI와 I-NERI과제로 2004년 6월부터 3년

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 다(1차 INERI과제).이 과제에서 미국 INL은 이로 공정에

용할 목 으로 산화 탈피복율 최 , 정 입도 유지,고방사능 핵종인 세슘 제거,장

수명 핵종인 I-129,Tc-99,C-14제거가 가능한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을 수행하

으며,ORNL은 UREX+공정에 용하기 해 상기 핵종 외에 추가로 Mo,Ru,Pd

등을 제거하기 한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에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 다.상기

과제에서 배기체 실험장치를 공동으로 설계,제작하고 INL핫셀에 설치하여 고온 진공

분 기하에서 Cs,Tc,I등 핵종이 성공 으로 휘발되고,성공 으로 포집됨을 확인하

다[2.2.1.4].

ORNL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600℃이하에서 산화하는 온 휘발성산화

실험만을 수행하고 있으며,이 공정 배출되는 휘발성핵종 Kr/Xe,H-3,C-14,I등

의 배기체 처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2.1.5].

2국내 기술개발 황

한국 원자력 연구원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처리 기술개발과제에서는 DFDF시

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소결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DFDF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소결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제작

하여 2000년 3월부터 재까지 원활히 운 에 있다.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조사후시험시설(PIEF)9405핫셀 내에 설치된 OREOX 소결로에서 배출되는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운 ,제염 해체한 경험과 know-how를 확보한 바 있다.

한,“석탄회를 이용한 방사성 세슘의 포집 방법”에 한 특허를 한국(0192128),

일본(2902587), 랑스(2740705)에 등록한 바 있고,“산업 배기가스 의 루테늄 화합

물의 제거 방법과 포집재”에 한 특허 역시 한국(198976),일본(3002158)에 등록하

다.상기 기술을 더욱 발 시켜 “석탄회와 이트리아 혼합재를 사용한 휘발성 세슘과

루테늄 화합물의 동시 포집 방법”에 한 특허도 한국(0332981)에 등록한 바 있다.더

불어,세슘 포집에 사용되는 석탄회를 배기가스 의 속 즉,카드뮴,루비듐 등의

제거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기술을 한국(498726)에 특허 등록하 다. 한

“휘발성 늄 는 테크네튬 화합물 포집제 이를 이용한 포집방법”에 한 특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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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655586)에 등록한 바 있다.그 외 방사성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칼슘필터를 개발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재,그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포집방법”에 한 특허도 한국

(0737697)에 등록하 다.

KAERI에서는 2009년 200-gHM/batch규모의 회 로형 휘발성산화장치를 개발하

여 SIMFUEL을 이용하여 다공성 입자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특허출원 하 다.

한,회 로형 휘발성산화장치와 연결하여 배기가스 처리에 합한 배기체 처리 장치

를 개발하 다. 한 2009년 Tc(Re)핵종의 선택 포집이 가능한 필터를 개발하여

상기 배기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선택 포집가능성을 확인한 후 한국(2009-0097210)

에 특허 출원하 다. 한 Cs(Rb)핵종의 선택 포집이 가능한 필터를 개발하여 이를

한국(1090344)에 특허 등록한 바 있다.최근 KAERI는 사용후핵연료 열처리 공정

발생하는 휘발성 핵종(Cs,Tc등)을 고온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선택 으로 안정한 형

태로 포집하는 련 연구를 수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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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다공성 그래뉼 원료입자 제조기술개발

1.개요

이로 공정을 통해 산화물 형태인 사용후핵연료내의 핵연료 물질을 속형태로

회수하여 고속로에서의 재사용을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1.1.1]. 이로 공정은

고온 용융염 매질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열역학 특성차를 이용

하여 기화학 으로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로써 해환원, 해정련 해제

련과 같은 세부공정으로 구성된다[3.1.1.1].

휘발성 산화공정(voloxidation)은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활용을 해서 우선 UO2

펠렛 는 단 조각들을 약 500℃에서 산화시켜 U3O8 분말형태로 만들면서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기 한 공정으로 개발되었으나,휘발성 핵분열생성물 에 삼

수소만 제거되고 I,Kr,Xe,C-14등과 같은 핵종의 제거율은 매우 낮았다[3.1.1.2].

이러한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을 완 히 휘발제거하고 한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인

Cs,Te,Tc,Mo,Ru등의 핵종을 휘발시켜 제거하는 에서 약 1200℃에서의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 개발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3.1.1.3,3.1.1.4].

따라서 이로 공정의 처리공정인 고온 휘발성산화공정에서는 이로 공정의 핵

분열생성물에 한 부하 감을 해 사용후핵연료내의 휘발성 휘발성 핵분열생

성물의 휘발제거와 동시에 산화물 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환시키는 해

환원공정의 처리효율 증 를 한 원료입자의 입도제어 에서 연구가 최근에 수행

되고 있다.

해환원공정의 처리효율을 증 시키기 한 원료입자 조건으로는 해질의 침투

가 용이한 다공성 구조,충진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그리고 mm 단 정도의 크기가

요구되고 있다[3.1.1.5].따라서 해환원공정의 원료물질로는 다공성의 구형 그래뉼

는 펠렛 형태의 UO2입자가 고려되고 있다.일본의 CRIEPI에서는 원료입자의 해환

원 처리용량을 높이기 해서 SIMFUEL을 이용하여 1000℃의 공기분 기하에서 휘발

성 산화처리를 한 후에 얻은 분말을 성형 소결하여 펠렛 형태의 원료입자를 제조

하 다[3.1.1.6].이러한 원료입자 제조방법은 성형과 같은 부가 인 공정이 요구된다.

U3O8 분말은 고온 산화 시에 1000℃ 이상에서는 미세입자들이 함께 화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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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응집체 형상으로 변한다[3.1.1.7].한편,rotarykiln은 tumbling운동에 의해

분말의 혼합이나 상온에서 습식으로 제조된 그래뉼의 하소에 이용되고 있다[3.1.1.8,9].

일반 으로 반응물질을 직 화염에 노출시키는 rotarykiln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열에 지와 반응가스를 이용하여 방사능이 높은 핵분열생성물을 휘발제어하고

휘발된 핵종을 필터로 포집해야 하기 때문에 간 가열 방식을 택하게 되며 이를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rotaryvoloxidizer)라 한다.따라서 rotarykiln형태의 장치,즉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를 이용할 경우에 부가 인 성형체 제조공정 없이 사용후핵연료

를 열처리하는 동안 핵종의 휘발제거와 동시에 우라늄산화물의 입도를 제어 할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3.1.1.5].

본 연구에서는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200gU3O8분말을 이용하여 기 미

세 입자층의 운동형태,열처리 온도 시간,voloxidizer의 회 속도에 따른 그래뉼 회

수율과 특성을 분석하 다.

2.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 조건별 실험

가.제조변수

휘발성 산화공정의 운 조건은 핵종의 휘발특성 장치의 재질을 고려하여

'07∼'09년 장기 1단계 연구 ‘07∼’09년 INERI과제 수행을 통해서 도출하 으며

그림 3.1.1.1과 같다.휘발성 산화공정의 열처리는 4단계로 구성되며 최 열처리 온도

는 Inconelalloy601(융 범 :1360∼1411℃)의 재질의 융 을 고려하여 1200℃로 제

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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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열처리 분 기 단계특성
S1 산화 U3O8분말제조

S2 산화 귀 속 석출물 추가 산화 Tc휘발제거

S3 Argon UO2+x그래뉼 제조 Cs화합물 휘발제거

S4 환원 UO2그래뉼 제조

그림 3.1.2.1휘발성산화공정 열처리 단계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rotaryvoloxidizer)를 이용하여 입도제어를 할 경우에

변수로는 온도 열처리 분 기,회 수 등이 있다.입자층의 텀블링 운동은 Froud

number에 의해서 slumping,rolling cascading으로 나 어지며 주로 로터리

킬른에서는 슬럼핑 롤링 입자층 형상 조건에서 운 된다(그림 3.1.2.2).입자층이

반응기 벽면을 따라 상승하다가 떨어짐을 반복하는 유동형태를 슬럼핑 운동이라 하며,

슬럼핑 운동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입자층이 반응기 벽면을 따라 상승하다가

회 하는 유동형태를 롤링 운동이라 한다.

Slumping Rolling Cascading

그림 3.1.2.2로터리 킬른내 입자층 운동 양상

입도제어 실험을 한 회 형 voloxidizer는 그림 3.1.2.3과 같고 내경이 200

mm인 원통형 형태이다.원통형 로터리 킬른 내 분말층 운동형상은 킬른의 회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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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충 율에 의해서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3O8분말의 평균 입자크기가

약 10µm의 미세입자로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비표면 을 감소시키기 해서

수축과 동시에 둥근 형태로 변한다.이러한 미세입자들의 물리 변화에 의해서

운동형상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그래뉼 종자의 생성속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U3O8분말층의 운동 형상을 찰하기 해서 UO2소결체를 회 형 voloxidizer

에 장입한 후에 500℃ 공기분 기하에서 5시간 산화시켜 U3O8 분말을 제조하 다.

Voloxidizer의 회 수 충 무게 변화에 따른 실온에서 U3O8분말층의 운동 형상을

CCTV를 이용하여 찰한 슬럼핑 롤링 운동 역을 그림 3.1.2.4에 나타내었다.

U3O8분말의 충 무게가 증가할수록 롤링운동을 유지하기 해서는 voloxidizer의 회

속도를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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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회 형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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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기 입자층의 운동양상

나.UO2+x그래뉼 제조 특성 분석

(1)그래뉼 제조

다공성 입자는 U3O8 분말 200 g를 휘발성 산화장치에 장입한 후에

반응온도는 1150과 1200℃,반응시간은 5에서 15시간,회 속도는 1에서 5rpm으로

하여 제조하 다.열처리는 Ar분 기하에서 수행하 다.최 열처리 온도는 Inconel

alloy601의 용융범 (1360∼1411℃)를 고려하여 1200℃로 제한하 다.

(2)그래뉼 특성분석

열처리에 의해 얻은 입자의 크기는 회 운동 방식의 회 체(Retsch사

AS40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회 체의 회 속도를 100rpm으로 하여 15분 동안 분

석하 다.그래뉼의 도 기공률은 수침법으로 측정하 다[3.1.2.1].그래뉼의 구형도

는 실체 미경(stereoscopicmicroscope)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그래뉼의 강도는

비하 0.3N,재하속도를 1.0mm/min으로 압축력(여기서는 쇄강도라 함,crushing

strength)을 측정하 다.그래뉼의 비표면 은 BET방법,미세구조는 자주사 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열처리 후 입자의 상변화는 X선 회 분석,O/U비 변화는 생

성입자들을 500℃에서 산화시킨 후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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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자층 운동형태 향

기 미세 입자층의 운동형태가 그래뉼 회수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우선 U3O8입자 200g을 반응기에 충 하 으며,이때 입자충 율은 1.3vol.%,

입자층 높이는 0.96cm 다.반응기내에서 열을 이용하여 미세 U3O8 입자들로부터

그래뉼을 얻기 해서는 입자충이 유동되어야 하는데,U3O8 입자층의 운동 형태는

혼합 반응 공정에 이용되고 있는 slumping 는 rolling 운동이 바람직하 다.

그래서 상온에서 voloxidizer회 속도에 따른 U3O8 입자층의 운동 형태를 CCD

카메라로 찰하 다.회 속도 1∼3 rpm에서는 입자층이 반응기 벽면을 따라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slumping 운동 형태를 보 으며,slumping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었다.회 속도가 4rpm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입자층은 반응기 벽면을

따라 상승하다가 회 하는 rolling운동 형태로 유동되었다.

미세 입자층의 운동 형태에 따른 U3O8 분말의 입도제어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voloxidizer의 회 속도를 각각 2 rpm 5 rpm로 하 다.열처리는

1150℃에서 5시간동안,Ar분 기하에서 하 다.

열처리하여 얻은 입자층의 운동 형태를 알아보기 해 voloxidizer를 2∼5

rpm으로 회 시키면서 입자층 유동을 찰한 결과에 의하면 열처리 회 속도와는

계없이 모두 slumping 운동 형태를 보 다.입자층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횟수를 slumping 수라 하며,slumping 수는 2 rpm에서 생성된 입자층은 62

slumps/min로 열처리 의 63 slumps/min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5 rpm에서

생성된 입자층은 89 slumps/min로 2 rpm에서 생성된 입자층보다 slumping 수가

증가하 다.

열처리하여 얻은 생성물의 입도를 분석하여 그림 3.1.2.5에 나타내었다.

Voloxidizer의 회 속도를 2 rpm으로 하여 얻은 입자에서는 5 mm 이상의 큰

입자들이 많이 생성되었고,반면에 5rpm에서는 미세입자들이 많았다.회 속도 5

rpm에서 열처리를 하여 얻은 입자층의 slumping수는 2rpm에서 얻은 입자층보다 약

1.4배 높다.따라서 1 mm이상의 입자인 그래뉼이 성장 에 그래뉼을 구성하는

미소결정들의 쇄와 마모가 2rpm에서보다 많이 일어난 것으로 유추된다.그래뉼

회수율은 2rpm에서는 73%로 5rpm의 61%보다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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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기 입자층 운동에 따른 입자크기 분포

(4)온도 시간 향

입자층 운동 형태에 따른 그래뉼 회수율이 5rpm보다는 2rpm에서 높아,

voloxidizer의 회 속도를 2rpm으로 하여 U3O8 분말을 열처리하는 온도 시간이

그래뉼의 회수율과 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열처리 조건은 1150∼1200℃,

5∼15시간동안 Ar분 기에서 수행하 다.그림 3.1.2.6은 평균입도가 10㎛인 U3O8

분말을 1200℃,10시간동안 열처리하여 얻은 UO2+x(0.25≤x<0.667)입자의 형상을

나타낸 사진으로 부분 둥근 형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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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mm

(a) (b)

그림 3.1.2.6입자 형상 크기 변화:(a)출발물질,(b)생성 그래뉼

각 열처리 조건별로 얻어진 생성물에 하여 입도분석을 하여 그림 3.1.2.7에

나타내었다.생성 입자들은 주로 0.5∼10 mm에 분포하며,최 분포를 보이는

입자크기는 2∼5mm 이었다.최 분포 입자 에서 보면 열처리 온도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그 함량이 증가하 다.그래뉼 회수율은 열처리 온도의 증가

10시간까지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 다.1200℃에서 그래뉼의 회수율은

80% 이상이 되었으며 10시간동안 열처리한 경우에 84.5%로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 다(그림 3.1.2.8).열처리 후에 84.5%의 높은 그래뉼 회수율에도 불구하고 UO2+y

입자층은 2∼5rpm 회 속도 범 에서 모두 slumping운동 형태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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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른 UO2+x입자크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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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른 그래뉼의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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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뉼의 도 기공률은 수침법으로 측정하 으며,그림 3.1.2.9는

1200℃에서 열처리하여 생성된 그래뉼의 도 기공률을 나타낸 것이다. 도는

10시간까지는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3.50에서 4.38 g/㎤로 증가하 으며

기공률은 60에서 55.3%로 감소하 다.10시간 이후에는 도가 4.05g/㎤로 감소하고

기공률은 58.5%로 증가하는데,우라늄산화물의 상변화와 련된 O/U비는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하여 감소하 다(그림 3.1.2.10).그래뉼 도의 감소는

O/U비 변화 즉,우라늄산화물의 상변화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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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1200℃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그래뉼의 도 기공률



-22-

5 10 15
2.2

2.3

2.4

2.5

2.6

2.7

 

 

O
/U

 R
a
ti

o
 

Time (h)

 1150
o
C

 1200
o
C

그림 3.1.2.10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른 UO2+x그래뉼의 O/U비

따라서 열처리를 15시간동안 한 경우에 생성된 그래뉼의 도 감소에 한

원인을 해석하기 해서 X선 회 분석,O/U비를 이용하여 상분율 계산,비표면

측정을 하 다.Ar분 기하에서는 산소농도가 낮기 때문에 U3O8 상은 고온에서

열분해되어 UO2+y U3O8-z상으로 공존하게 된다[3.1.2.2].그래뉼을 X선 회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U4O9형태의 상과 U3O8형태의 상이 공존함을 알 수 있었으며,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U3O8 형태상의 회 강도가 감소하고 U4O9 형태상의

회 강도가 증가하 다(그림 3.1.2.11).Ar분 기하에서 제조된 그래뉼의 O/U비는

그래뉼을 500℃에서 5시간동안 공기 에서 산화시켜 무게변화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O/U비 자료를 이용하여 U3O8과 U4O9 혼합상에서 각 상의 무게분율

부피분율을 계산하여 그림 3.1.2.12에 나타내었다.열처리 온도 시간이 각각 1200℃,

10시간 이상이 되면 무게 부피 분율 양면에서 그래뉼의 주된 상은 U4O9이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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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1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른 X선 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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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2그래뉼 내의 U4O9상의 무게 부피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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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도가 8.4 g/㎤인 U3O8이 도가 11.29 g/㎤인 U4O9로 상

환이 될 때에 도차에 의해 26%의 부피수축이 일어나게 된다.따라서 상 환시에

미소입자가 성장을 하지 않고 수축만 될 경우에 도가 감소하게 된다.열처리동안

미소입자의 성장 수축에 따라서 비표면 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도변화에 한

해석을 해 비표면 측정 자료와 이론 비표면 변화를 계산하여 비교하 다.

열처리 시간에 따른 이론 비표면 은 O/U비로 계산한 각 상의 무게 도를

이용하여 이론 비표면 변화율(x)을 계산한 다음에,이 결과(1+x)를 5시간

열처리하여 얻은 그래뉼의 비표면 측정치에 곱하여 계산하 다.그림 3.1.2.13은

비표면 측정치와 이론 계산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열처리를 10시간 한

경우에 비표면 측정치는 계산치 보다 낮았는데,이는 미소입자의 성장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15시간동안 열처리 한 경우에 측정된 비표면 은 시간에

따라서 비례 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따라서 15시간동안 열처리를 한 경우에 생성된

그래뉼의 도 감소는 U3O8이 U4O9로 95% 이상 환되는(그림 3.1.2.12)동안에

그래뉼 내 미소입자의 성장은 거의 없이 미소입자의 수축으로 인하여 상 으로

기공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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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3열처리 시간에 따른 비표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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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뉼의 충진 도와 련된 구형도를 입체 미경으로 분석한 결과를 그림

3.1.2.14에 나타내었다.그래뉼의 구형도는 모두 0.9이상으로 높았으며,열처리 온도의

증가와 10시간까지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 다.구형도는 1200℃에서

10시간 열처리를 하 을 때가 0.955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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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른 그래뉼의 구형도

그래뉼의 미세구조를 자주사 미경(SEM)으로 분석하여 찰한 결과를

그림 3.1.2.15에 나타내었다.미소결정들이 연속 으로 잘 결합되었으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미소결정간의 목(neck)의 성장과 함께 미소결정들이 성장됨을 알 수

있었다.미소결정의 크기는 2∼12µm 범 로 존재하 다.이러한 그래뉼들은 해환원

시에 해물의 침투가 매우 용이한 다공성 구조이며 한 결정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해환원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그래뉼의 취 안 성과 련된 그래뉼의 쇄강도 시험에서는 구형도가

0.94이상인 그래뉼을 시료로 선정하여 측정하 다.그래뉼의 쇄강도는 열처리 온도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매우 크게 증가하 다.즉,그래뉼의 쇄강도는 도가

증가하고 미소결정간의 목(neck)의 크기가 큰 경우에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1200℃에서 10시간 열처리한 경우에 17N으로 가장 높았다(그림 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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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510시간 열처리 그래뉼의 SEM 미세구조:(a)1150℃와 (b)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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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6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른 그래뉼 쇄강도

(5)회 속도 향

회 속도를 2rpm으로 하여 1200℃,10시간동안 열처리한 경우가 그래뉼

특성이 가장 우수하 다. 기 미세 입자층의 운동이 slumping 형태가 되는

voloxidizer의 회 속도 범 내에서 회 속도에 따른 그래뉼의 회수율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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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해서 열처리 온도 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voloxidizer의 회 속도를 1,3

rpm으로 변화시키면서 U3O8분말의 입도제어 실험을 하 다.

열처리 하여 생성된 입자들에 해 입도분석을 한 결과(그림 3.1.2.17)에

의하면 입자의 50% 이상이 2∼5mm 사이에 분포하 다.그래뉼 회수율은 voloxidizer

회 속도가 1에서 3rpm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81.5에서 88.7%까지 증가하 는데,이를

해석하기 해서 열처리 때와 동일한 회 속도에서 열처리에 의해 생성된 입자층의

운동 형태를 찰하 다.열처리에 의해서 생성된 입자층은 모두 slumping 운동

형태를 보 으며 slumping 수는 열처리 기 U3O8 미세 입자층보다

증가하 다(그림 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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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7회 속도에 따른 열처리 생성 입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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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8회 속도에 따른 그래뉼의 회수율 슬럼핑 횟수

이는 열처리에 의해서 크고 둥근 입자들이 생성되어 입자와 반응기

벽면간의 마찰력감소에 의해 입자의 유동성 향상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CCD

카메라 찰에 의하면 voloxidizer의 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들이 입자층 상부

표면을 따라서 보다 빨리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뉼 회수율의 증가는 큰 입자들이 미세입자들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입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 이러한 이유로 2rpm보다

3rpm에서 5∼10mm 사이의 입자들의 함량이 증가하 다.반면에 1rpm에서 5∼10

mm의 입자가 많았는데 이는 회 속도가 낮아서 그래뉼의 마모 쇄가 비교

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회 속도가 낮은 만큼 45 ㎛ 이하의

미세입자들도 상 으로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Voloxidizer의 회 속도를 변화시켜 얻은 UO2+y 그래뉼의 도 기공률을

측정하여 그림 3.1.2.19에 나타내었다.그래뉼의 도는 입도분석 결과에서 기술한

입자층의 유동 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2rpm에서 4.38g/cm
3
로 가장

높았다.회 속도 2rpm에서의 UO2+y 그래뉼의 기공률은 55.3%로 다공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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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그래뉼의 쇄강도도 한 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높아졌으며 2rpm에서

가장 높았다(그림 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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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9회 속도에 따른 그래뉼의 도 기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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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0회 속도에 따른 그래뉼의 쇄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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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voloxidizer)와 200gU3O8 분말을 사용하여 기

미세 입자층의 운동형태,열처리 온도 시간,voloxidizer의 회 속도에 따른 다공성

그래뉼의 회수율과 특성을 분석하 다. 기 미세 입자층의 운동 형태에 따른 1mm

이상의 그래뉼의 회수율은 rolling운동 때보다 slumping운동일 경우에 보다 높았다.

기 미세 입자층이 rolling운동 형태인 경우에는 미세입자로부터 그래뉼이 생성됨에

따라서 slumping운동 형태로 변하며 slumping빈도가 매우 높았다.열처리 온도의

증가 10시간까지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그래뉼의 회수율이 매우 크게 증가하

다.Slumping운동 형태를 보이는 기 미세 입자층의 경우에 voloxidizer의 회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뉼의 회수율은 81.5에서 88.7%로 증가하 다.회 속도가 2

rpm인 경우에 그래뉼의 회수율은 84.5%로 3rpm일 때 보다 낮으나,그래뉼 특성 측

면에서 보면 회 속도가 2 rpm인 경우에 도, 쇄강도,구형도가 가장 높았다.

Voloxidizer의 회 속도를 2rpm으로 할 때 온도 증가와 열처리 시간의 증가가 그래뉼

의 회수율 특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다.처리 용량 증 실험

실험실 장치에서 일정량의 U3O8분말을 처리하여 그래뉼을 제조할 수 있다면

장치 규모가 증 되더라도 동일한 h/R비에 해당하는 분말 양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

라 유추된다.그림 3.1.2.21은 동일한 h/R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분말 양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으로 실험실 규모에서 U3O8분말을 1.38kg을 처리해야 공학규모에서 59kg

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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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비 실험실 장치 PRIDE장치

0.096 0.2kg ～8.73kg

0.152 0.4kg ～17.1kg

0.336 1.38kg ～59kg

그림 3.1.2.21h/R비에 따른 분말 처리량

U3O8분말의 충진량 효과를 알아보기 해 분말 양을 2배(400g)을 충진하여,

기 입자층의 유동조건을 슬럼핑 운동조건으로 하여 그래뉼 제조 실험을 수행 하

다(표 3.1.2.1).Voloxidizer의 회 속도를 2～4rpm으로 하 으며 회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슬럼핑 횟수는 66에서 102slumps/min로 증가하 다.회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래뉼 수율은 하되나 도 강도 특성은 하된다.회 속도를 4rpm에

서 2rpm으로 바꾼 경우에는 도가 증가되었다.그러나 충진량의 증가에 따라서 그

래뉼 수율, 도 강도 특성이 하됨을 알 수 있었다.

표 3.1.2.1분말 충진량에 따른 그래뉼 제조 결과

충 무게

(g)
실험조건

입자백분율(%) 도

(g/㎤)

쇄강도

(N)

입자유동

형태Ps>1mm Ps>0.5mm

200 1200℃/10h,2rpm 84.5 92.3 4.38 17 Slumping

400

1200℃/10h,2rpm 79.5 95.5 3.15 1 Slumping

1200℃/10h,4rpm 76.7 90.5 3.41 2 Rolling

1200℃,

4rpm/5h→2rpm/5h
77.1 88.1 3.52 6 Slumping

3.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기술 확립

가.UO2그래뉼 제조 특성 분석

그래뉼 특성이 우수한 1200℃,10시간,2rpm 조건에서 제조된 UO2+x그래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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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온도별로 열처리를 하여 도 기공률, 쇄강도를 측정하 다.환원 열처리는

4%H2-Ar을 사용하여 OREOX 분말제조 조건인 700℃,그리고 보다 높은 온도인 900

1200℃에서 5시간 동안 수행하 다.UO2 그래뉼의 도는 온도 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가하 고 기공률은 감소하 다(그림 3.1.3.1).1200℃에서 제조된 그래뉼의 도

기공률은 각각 4.4 g/㎤ 59.9% 다.그래뉼의 쇄강도 한 환원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 다(그림 3.1.3.2).즉,환원 그래뉼 강도 17N에서 1200℃

환원 시는 22N으로 약 30% 증가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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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환원열처리 온도별 그래뉼의 도 기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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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Seed 향 분석

UO2+x 그래뉼의 입도 조 은 매우 요하다.이를 제어하는 변수로서 온도,

시간,회 수외에 seed 향이 있을 수 있다.이를 해 본 실험에서는 UO2+x

그래뉼을 seed물질로 이용하여 과연 입도에 어떤 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1200℃에서 제조한 UO2+x 그래뉼 seed약 100g과 500℃에서 산화한

U3O8분말 약 100g을 넣고 실험실규모 voloxidizer에서 1000℃,Ar분 기에서 3시간,

2rpm으로 운 한 결과 그림 3.1.3.3과 같이 그래뉼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 다.이를

미경으로 찰한 결과 그림 3.1.3.4처럼 seed 에 분말이 응집되는 상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3.5에는 실험 seed와 분말의 입도 분포와 실험후의 입도 분포를

나타냈다.보는 바와 같이 5∼10mm 그래뉼과 2∼5mm 그래뉼 량이 증가했음을 알수

있다.1∼2mm 그래뉼은 큰 차이가 없다.그림 3.1.3.6에는 seed를 이용한 경우와

seed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그림 3.1.3.6에서 보는바와 같이

2∼5mm 그래뉼과 45∼250µm 그래뉼의 무게가 늘었고 나머지 부분은 었다.

voloxidizer내부의 분말층 유동 상에 있어 실험 은 1.5 주기의 slumping 상을

보 으나,실험후에는 분말층의 slumping 상이 보이지 않았다.이 실험에서 측정한

그래뉼의 강도는 4.35N 이었는데,seed를 안쓴 경우의 0.8N에 비해 높게 나왔다.

강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1000℃에서 제조한 seed100g과 500℃ 산화분말 200g을 넣고 실험실규모

voloxidizer에서 1000℃,Ar분 기에서 3시간,2rpm으로 운 하여 제조한 그래뉼의

모양을 그림 3.1.3.7에 나타내었다.그림 3.1.3.7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형도가 좋은

그래뉼이 제조되었다.그래뉼 강도는 1.6N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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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종자 100g과 분말 100g을

Ar분 기 1000℃에서3시간 열처리했을

때 생성 그래뉼.

그림 3.1.3.4종자 입자 에 미세분말이

코 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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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조건 : Ar, 1000oC, 3h, 2 rpm

 seed 100g + powder 100g : 열처리전

 seed 100g + powder 100g : 열처리후

그림 3.1.320.5Seed효과 실험 후의

입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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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조건 : Ar, 1000
o
C, 3h, 2 rpm

 seed 100g + powder 100g : 열처리후

 powder 200g : 열처리후

그림 3.1.3.6분말(200그램)만 사용한 경

우와 (seed100그램+분말 100그램)을 사

용한 경우의 입도분포.

다.재활용특성 분석

그 동안 실험실에서 제조한 그래뉼 1mm 이하의 UO2+x 그래뉼 200g을

이용하여 이 그래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 확인하기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우선,

실험실규모 voloxidizer에서 500℃ 공기분 기에서 4시간 산화시켰을때 고운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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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Seed100그램+분말 200

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그래뉼

그림 3.1.3.8폐그래뉼을 분말화 한후

이를 700℃ 공기분 기에서 응집시

켜 만든 응집체 모양

그림 3.1.3.9정상 분말을 700℃ 공

기분 기에서 응집시켜 만든 응집체

모양

형태를 나타냈으며, 소결체를 산화했을 때와 유사했다. 이 분말을 700℃

공기분 기에서 3시간 열처리 했을때 그림 3.1.3.8에 보이는 것과 같이 소결체로부터

출발한 분말을 같은 조건에서 열처리했을 때의 응집체(그림 3.1.3.9)와 비슷한 형태의

응집체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 다.이를 1000℃ Ar분 기에서 4시간 열처리하면

그림 3.1.3.10과 같이 소결체로부터 출발한 경우와 비슷한 응집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때 그래뉼 강도는 0.51N으로 소결체 출발 경우의 0.8N과 거의 비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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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0폐그래뉼을 분말화 한후

이를 700℃ 공기분 기,1000℃ Ar분

기에서 응집시켜 만든 응집체 모양

라.취 특성

그래뉼을 취 하는 과정의 부스러기 생성 방지를 해 취 특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이 취 특성은 그래뉼의 강도와 상 계가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미세분말 발생율을 Retsch사 AS300모델에서 원료물질 5g을 325mesh(opening크기

45µm) sieve로 5분 동안 진동강도 50으로 조작 했을때 45µm sieve를 통과한

부스러기의 양을 %로 나타내어 표시하 다.

그림 3.1.3.11에는 미세분말 생성율과 그래뉼 강도와 상 계를

나타내었는데 강도가 강할수록 미세분진 발생 생성율이 어듬을 알수 있다.경험에

의하면 강도 20N이상(미세분진생성율 0.3% 이하)이면 취 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만,좀 더 정확한 기 강도는 좀 더 많은 취 실험과 해환원 실험을

거쳐 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뉼의 취 특성을 향상시키기 해 즉 그래뉼 강도 특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환원분 기 열처리 온도,산화분 기 열처리온도,Ar분 기 열처리 온도의

증가를 검토하 다.그림 3.1.3.12에는 1200℃ Ar분 기 5시간 열처리한 시료를

사용하여 환원한 경우 환원 온도 증가에 따라 강도가 증가됨을 나타내었다.

1200℃에서는 22N정도를 1400℃에서는 58N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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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1미세분말 생성율과 그래뉼 강도와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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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2환원온도에 따른 강도변화

그림 3.1.3.13에는 인코넬 601재질,칸탈사 APM 재질의 사용분 기에 따른

최 사용온도를 나타내었다.산화분 기에서는 인코넬 601이 최 1000℃,APM이

1250℃ 이다.Ar분 기에서는 인코넬 601이 최 1100℃,APM이 1250℃ 이다.

수소분 기는 Ar분 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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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3열처리 분 기에 따른 합 의 추천 최 사용 온도

그림 3.1.3.14는 Ar분 기에서 온도 증가에 따른 강도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000℃에서는 0.8N, 1200℃에서는 8N, 1400℃에서는 40N을 나타내었다.

산화분 기 열처리 결과로는 1200℃에서는 12N으로 Ar분 기보다 약 50% 강도가

증가되었다.

PRIDE에서는 1000℃ Ar분 기에서 5시간 정도 UO2+x 그래뉼 입자를

제조하고 이를 1000℃에서 환원하면 재의 실험 결과를 기 으로 보면 약 15N 이

상된다.강도를 높이기 하여 좀더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 하는 것은 인코넬 재질을

보호하기 하여 조심할 필요가 있다.Voloxidizer재질도 보호하면서,강도를 좀더

증가하고자 할 경우는 별도의 환원로를 설치 1300℃ 이상에서 열처리하면 30N이상의

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DFDF voloxidizer에 APM 재질을 사용할 경우 산화, Ar 분 기,

환원분 기에서 각각 인코넬 601보다 200℃정도 사용온도가 높을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강도 20N이상의 UO2그래뉼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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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Ar분 기하 열처리온도에 따른

강도변화

마.다공성 그래뉼 제조기술 제조 기술 평가

그래뉼 제조 특성은 열처리시간을 10시간,회 속도를 2rpm에 했을 경우에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 큰 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표 3.1.3.1).따라서 그래뉼

회수율, 도 강도 특성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보다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voloxidizer재질이 요구된다. 3장 5 에 voloxidizer재질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FeCrAl계 합 인 KanthalAPM APMT를 사용하면 그래뉼 회수율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표 3.1.3.1열처리 온도에 따른 UO2+x그래뉼 회수율 특성 변화

온도(℃)/10h
도

(g/㎤)

쇄강도

(N)

그래뉼 회수율

(%)

1150 3.16 5 78

1200 4.38 17 85

증가율 39% 34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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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환원 원료물질 합성을 단하는 데는 원료물질의 핵종 함유율 특히,

고방열 Cs핵종,장수명 Tc,I핵종 등의 함유율이 요하다.즉, 처리 공정에서

기 치 이상 핵종을 제거해주어야만 후속 이로공정 즉, 해환원,염폐기물

처리공정의 공정효율 향상을 기 할 수 있다.이에 한 연구에 있어,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정확한 자료의 획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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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래뉼 해환원 특성 평가

가. 해환원공정 공 그래뉼 특성

(1)1차 제조 공

1차 제조는 천연 이산화우라늄을 사용하여 제조하 다.회 형 Voloxidizer를

사용하여 U3O8분말을 제조한 후에 0.2kg을 Voloxidizer에 장입하여 Ar분 기에서

1150℃,5시간동안 열처리를 하고 연속하여 4%H2-Ar분 기에서 1150℃,10시간동안

환원열처리를 하 다.Voloxidizer의 회 속도는 변경하지 않고 2 rpm으로 유지

하 다.UO2그래뉼의 회수율은 79% 으며, 도는 3.73g/㎤(이론 도의 34%)이며

기공률은 65% 다.그래뉼 크기가 2～10mm인 것을 50g공 하 다(그림 3.1.4.1).

그림 3.1.4.11차 공 그래뉼

(2)2차 제조 공

2차 제조는 감손 이산화우라늄을 이용하여 해 환원 정련공정

연계시험을 해 그래뉼을 제조하 다. 회 형 voloxidizer를 사용하여 U3O8분말을

제조한 후에 0.2 kg을 voloxidizer에 장입하여 Ar분 기에서 1200℃,10시간동안

열처리를 하여 UO2+y를 제조하 다.Voloxidizer의 회 속도는 2 rpm으로 하 다.

4%H2-Ar분 기에서 900℃,5시간동안 환원열처리를 하 다.UO2 그래뉼의 도는

4.25g/㎤(이론 도의 39%)이며 기공률은 61% 다.그래뉼 크기가 1～10mm인 것을

100g공 하 다(그림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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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2차 공 UO2그래뉼

(3)3차 제조 공

회 형 voloxidizer를 사용하여 U3O8 분말을 제조한 후에 0.2 kg을

voloxidizer에 장입하여 Ar분 기에서 1200℃,10시간동안 열처리를 하여 UO2+x를

제조하 다.Voloxidizer의 회 속도는 2rpm으로 하 다.4%H2-Ar분 기에서 1000℃,

5시간동안 환원열처리를 하 다.UO2 그래뉼의 도는4.38 g/㎤(이론 도의 40%)

이며 기공률은 60% 다.그래뉼 크기가 1mm이상인 것을 100g공 하 다(그림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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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3차 공 UO2그래뉼

나.그래뉼 해환원 특성

그래뉼의 해환원 특성을 해환원공정 에서 수행한 결과를 받아서 표

3.1.4.1에 나타내었다. 해환원실험은 압을 3.2V로 일정하게 제어하여 공 하는

이론 하량의 150%로 하 다.시험번호 1은 1개의 바스켓에 1종류의 원료물질을 충진

하여 해환원시험을 수행한 것이며,시험번호 2는 비교시험을 해 2종류를 1개의 바

스켓에 충진하여 시험을 수행한 것이다.시험 1에서 그래뉼의 속 환율은 오차가

크며 동일한 바스켓에 시험을 한 경우에 그래뉼의 속 환율은 100%로 다공성 펠렛

(80% TD)보다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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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그래뉼과 펠렛의 비교실험

시험번호 1 2

원료형태 그래뉼 펠렛 그래뉼 펠렛

도(% TD) 40 70 40 80

크기 (mm) 1∼5 φ8,8(H) 1∼5 φ8,7(H)

무게 (g) 18.0 18.0 7.9 7.9

단면

환율(%),TG 96.9±2.9 100±0.8 100±0.5 87.4±6.0

XRD U,UO2 U U U,UO2

해환원공정 에서 원료물질 형태별로 해환원 후에 염이 동반된 속 우라

늄 바스켓을 진공 하에서 850℃,3시간동안 cathodeprocessing을 한 결과를 받아

서 표 3.1.4.2에 나타내었다.동반된 염의 함량은 그래뉼,펠렛(70% TD), 단 펠렛 순

서 로 다.염을 증발한 후에도 동반 염함량 순서 로 속 우라늄 내에 잔류하 다.

표 3.1.4.2동반이송 염함량 증발특성

원료형태
기함량,CP

(wt%)

증발량,CP

(wt%)

잔류량,CP후

(wt%)

단 펠렛

(>95% TD)
14.97 12.60 0.17

그래뉼 29.23 26.42 0.79

펠렛(70% TD) 15.42 15.5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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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다공성 펠렛 원료입자 제조기술개발

1.개요

일본의 CRIEPI에서는 원료물질의 해환원 처리용량을 높이기 해서 SIMFUEL

(SIMulatedFuel)을 이용하여 1000℃의 공기분 기하에서 휘발성 산화처리를 한 후에

얻은 분말에 1wt.% 윤활제(Zn-stearate)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만든 후에 성형 소

결하여 펠렛 형태의 원료입자를 제조하 다[3.2.1.1].일반 으로 고온 열처리 분말은

성형성이 없어서 링(milling)을 한 후에 성형하거나 링하지 않고 과잉의 윤활제

는 결합제(binder)로 혼합한 후에 성형을 하고 있다.윤활제 결합제를 사용하여 성

형한 경우에 소결성이 없어서 분말 열처리 온도보다 높은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그리

고 한 윤활제나 결합제는 배기체 처리공정의 포집필터에 부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UO2 소결체를 500℃에서 산화처리를 하여 생성된 U3O8분말을 링이나

윤활제 혼합을 하지 않고 성형한 후에 소결하여 다공성 펠렛의 제조를 시도하 다.

2.U3O8펠렛 O/U비 거동분석

가.평형상태에서 O/U비 계산

U3O8 UO2가 해환원 속도에 한 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

다.아르곤분 기 하에서는 U3O8(UO2.667)분말이 열분해 되어 O/U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O2+x에서 x값이 매우 낮을 경우 이를 4%H2-Ar로 환원처리를 하여

UO2로 만든 후에 해환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된다. 해환원공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voloxidation단계에서 환원처리 단계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UO→UOxO

아르곤분 기 하에서 O/U비를 평형산소분압()에서 열역학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O/U비를 계산하기 해서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99.999%,수분함량은 0.001%(10ppm)로 하 다.이와 같은 조성의 아르곤 가스의 온

도에 따른 산소분압을 SOLGASMIX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3.2.2.1과 같다.x값

은 아르곤 가스의 평형산소분압 자료를 이용하여 Hagemark와 Broli[3.2.2.1]의 O/U에

한 열역학 자료에 입력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 다.계산한 결과 x값은 0.14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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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1200 1300 1400

O/U비 2.144 2.127 2.110

평형산소분압() 3.45x10-6 8.15x10-6 1.73x10-5

0.11로 온도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 으며 매우 낮았다.

표 3.2.2.1평형상태에서 산소분압 O/U비

나.열 량분석기 이용 O/U비 변화 거동분석

U3O8펠렛의 O/U비 변화에 한 동 거동을 분석하기 해서 열 량분석을

수행하 다.가열속도는 5℃/min로 하여 1200∼1400℃로 도달한 후에 1200∼1300℃에

서는 10시간,1400℃에서는 30분 유지한 후에 이 온도에서 각각 1시간 H2분 기에서

UO2.00으로 환원처리 한 후에 O/U 비를 계산하 다.아르곤 가스 환원 가스(H2)의

유량은 0.1L/min으로 하 다.

U

O
wfMUO 

×MO 

∆w

여기서,∆w =TG상에서 측정된 최종무게 비 무게 변화

wf = 자 울에서 측정된 최종무게

MUO
=UO2분자량

MO 
=산소 분자량

가열과정 등온유지과정에서 O/U비 변화를 그림 3.2.2.1에 나타내었다.아르

곤분 기 하에서 U3O8펠렛의 O/U비는 약 600℃에서 감소(환원)가 시작되며 약 125

0℃에서 격하게 감소한다.등온과정에서 1200∼1300℃에서는 10시간 유지하여도 평

형상태에 도달하지 않고 O/U비는 계속한다.

O/U비는 1300℃에서는 5시간,1400℃에서는 13분후에 2.25(U4O9)로 감소하게

된다.그러나 1200℃에서 O/U비가 2.25보다 매우 높게 유지되었다.O/U비 2.25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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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USI공정 역에 속한다[3.2.2.2].UO2+x(x≤0.25)에서는 U 확산()이 x2에 비례하

여 증가되므로 비교 온(≤1200℃)의 산화분 기에서 UO2 펠렛의 빠른 치 화를

해 이용된다.

따라서 1300∼1400℃의 소결온도에서 아르곤 가스의 유량 조 에 의해 기계

안정도가 높은 다공성 펠렛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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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U3O8펠렛의 가열 등온유지 동안 O/U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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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공성 펠렛 제조 특성분석

가.성형압력 온도 향

다공성 펠렛의 제조에 사용된 입도제어 실험에 사용되는 출발물질인 U3O8산화

분말은 순수한 UO2소결체를 회 형 voloxidizer에 장입한 후에 voloxidizer의 회 속

도를 2rpm으로 하여 공기분 기하의 500℃에서 5시간동안 산화열처리를 하여 제조하

다.산화분말의 비표면 은 0.65m2/g,평균입자크기는 10㎛,겉보기 도는 1.8g/

㎤ 다.

U3O8분말의 성형은 직경 10mm인 성형다이에 약 4g의 U3O8분말을 주입한

후에 양동(doubleaction)압축기를 사용하여 100∼500MPa에서 하 다.제조된 압분체

를 아르곤분 기 하에서 1200,1400℃에서 2시간동안 소결한 후에 1000℃에서 2시간동

안 수소분 기에서 환원처리를 하 다(그림 3.2.3.1).성형을 한 U3O8분말의 링

는 윤활제 혼합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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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다공성 UO2 펠렛 제조를 한 소결 환원처리 단계

성형 도는 성형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U3O8이론 도의 58에서 72%로 증가하

다.성형압력 300MPa에서의 성형 도는 이론 도의 약 67%로 이는 UO2펠렛을 3

회 산화․환원처리를 하여 생성된 UO2 분말의 성형 도(이론 도의 50%)와 3회 산

화․환원처리를 하여 얻은 분말을 다시 15분간 attrition 링한 분말의 성형 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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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55%)보다 높았다[3.2.3.1].

성형압력 소결온도에 따른 UO2펠렛의 소결 도를 수침법으로 측정하여 그

림 3.2.3.2에 나나내었다.소결온도가 1200℃인 경우에 소결 도는 성형 도보다 낮았

으며,1400℃인 경우에는 소결 도는 성형 도 보다 높았다.성형압력 소결온도에

증가에 따라서 소결 도가 이론 도의 55에서 80%인 다공성 펠렛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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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성형압력 소결온도에 따른 다공성 UO2펠렛의 소결 도

아르곤가스 분 기에서 소결된 UO2+x 펠렛의 O/U비는 1200℃에서 2시간 처리

된 경우에는 2.56,1400℃에서 2시간 소결된 경우에는 2.20 다.그림 3.2.3.3은 UO2+x

UO2펠렛 단면의 SEM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결정립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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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O2+x펠렛

(b)UO2펠렛

그림 3.2.3.3다공성 UO2+x UO2펠렛의 소결 도

나.소결분 기 가스유량 향

성형압력의 증가 소결분 기 가스유량에 따른 소결 도 O/U비 향을

알아보기 해서 앞서 기술한 동일한 분말을 이용하여 다공성 UO2+x펠렛을 제조하

다.

U3O8분말의 성형은 직경 14mm인 CANDU형 성형다이에 약 4g의 U3O8분

말을 주입한 후에 양동(doubleaction)압축기를 사용하여 131∼620MPa에서 하 다.

제조된 압분체를 직경 50mm의 알루미나 형로에 주입한 후에 아르곤가스의 유량을

500mL/min로 하여 1300℃에서 10시간동안 소결하 다.성형을 해서 U3O8분말의

링 는 윤활제 혼합을 하지 않았다.성형압력 620MPa에서는 건 한 압분체를 얻



-51-

을 수 없었다.직경 10mm 성형다이에서 성형한 경우와 성형 도는 큰 차이는 없었

다.

성형압력에 따른 UO2+x펠렛의 소결 도를 수침법으로 측정하여 그림 3.2.3.4에

나타내었다.O/U 비는 펠렛을 500℃에서 산화시켜 측정하여 계산하 으며 2.200로

1300℃에서 10시간 열 량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비슷하 다.UO2.20의 이론 도는

11.08g/㎤ 으며[3.2.3.2],Pycnometer로 측정한 진 도는 11.13g/㎤로 큰 차이는 없

었다.그림은 이론 도 11.08g/㎤를 기 으로 하여 나타낸 것으로 소결 도는 성형

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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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다공성 UO2+x펠렛의 소결 도

성형압력 375MPa에서 성형을 한 후에 아르곤가스 유량을 1500mL/min으로

증가 시켜 1300℃에서 10시간 소결을 수행하 다.아르곤가스 유량을 500mL/min에서

1500mL/min로 증가시켰을 때 O/U비는 2.200에서 2.183으로 감소되었나,소결 도는

7.64g/㎤로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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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공성 상 제조 특성 분석

고온 산화분말을 링이나 윤활제 결합제 혼합을 하지 않고 고온 산화분말

을 열간성형(hotpressing)방법을 이용하여 다공성 상 원료입자의 제조를 시도하

다.그림 3.2.3.5는 Ar분 기하에서 1200℃에서 10시간동안 열처리를 하여 체질

(sieving)한 분말의 SEM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성형성 소결성이 없는 UO2+x응집

체 분말형상을 보이고 있다.UO2+x응집체 분말을 직경 50mm의 충진한 후에 성형압

력을 20MPa로 하여 1200℃에서 5시간동안 Ar분 기에서 열처리를 하여 UO2 형

펠렛을 제조하 다.이러한 조건에서 제조된 UO2 형 펠렛의 도는 7.54g/㎤(이론

도의 68.8%),기공률은 31.2%로 다공성 구조를 보 다.

그림 3.2.3.5UO2+x응집체 분말 SEM 형상(좌) 형 펠렛(우)

4.다공성 펠렛 해환원 특성 평가

가. 해환원 공정 공 다공성 펠렛 특성

다공성 펠렛의 해환원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UO2 UO2.20펠렛을 해환

원공정 에 공 하 다.UO2의 경우에는 도에 따른 해환원특성에 한 향을 평

가하기 해서 도가 60,70,80%인 펠렛을 공 하 으며(표 3.2.4.1 표 3.2.4.1),

O/U비에 한 향을 평가하기 해서 UO2.20 펠렛을 공 하 다(표 3.2.4.2 표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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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1 해환원공정 공 다공성 UO2펠렛 특성

도

(% UO2이론 도)

크기

 (mm)

무게

 (g)

부피

(㎤)
공 량

60 φ 9,8(H) 3.9 0.51 21개/84g

70 φ 8,8(H) 3.6 0.40 23개/84g

80 φ 8,7(H) 4.0 0.35 23개/91g

그림 3.2.4.1 해환원공정 공 다공성 UO2펠렛 사진

표 3.2.4.2 해환원공정 공 다공성 UO2.20펠렛 특성

성형압력

(MPa)

도

(% UO2.20이론 도)

크기

(mm)

무게

 (g)

부피

(㎤)
공 량

131 63.3 φ 12.6,4.5(H) 3.9 0.56 7개/27g

375 69.0 φ 12.8,4.0(H) 3.9 0.51 6개/23g



-54-

그림 3.2.4.2 해환원공정 공 다공성 UO2.20펠렛 사진

나.다공성 펠렛 해환원 특성

다공성 UO2펠렛의 해환원 특성을 해환원공정 에서 수행한 결과를 받아

서 표 3.2.4.3에 나타내었다. 해환원실험은 압을 3.2V로 일정하게 제어하여 공

하는 이론 하량의 150%로 하 다.시험번호 1은 1개의 바스켓에 1종류의 원료물질

을 충진하여 해환원시험을 수행한 것이며,시험번호 2는 비교시험을 해 4종류의

시료를 1개의 바스켓에 장입하여 시험을 수행한 것이다.시험 1에서 이론 도의 70%

인 펠렛은 완 히 환되었다.시험2에서는 이론 도 70% 펠렛의 속 환율이 60%

펠렛보다 높은데 이는 원료물질의 크기에 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3.2.4.3 다공성 UO2펠렛 해환원 특성

시험번호 1 2

도(% TD) 70 60 70 80 >95

크기 (mm) φ8,8(H) φ9,8(H) φ8,8(H) φ8,7(H)
φ10,12(H)-

쇄 사용

무게 (g) 18.0 3.9 3.6 4.0 3.8

단면

환율(%),T

G
100±0.8 68 96 90 12

XRD U U,UO2 U,UO2 U,UO2 U,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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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UO2.20펠렛(69% TD)을 1개의 바스켓에 7.6g을 충진하여 98%의 속

환율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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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처리공정 배기체 처리기술개발

1.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가.서설

최근,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한 pyroprocess에 한 연구가 한국

KAERI,미국 INL,일본 CRIEPI등에서 활발하다.Pyroprocess공정은 산화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속화하는 해환원 공정,잉여우라늄을 회수하고 TRU 물질을 회수

하는 정해정련 공정,염폐기물 처리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그러나 해환원 공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사용하려면 탈피복 공정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으로부터 핵물

질을 제거한 후,이를 분말화 하여 해환원 공정에 사용하기 합하도록 마그네시아

용기나 스테인리스 메쉬 용기에 핵물질을 장입하여야 한다.

한편,핵물질을 산화분 기에서 열 으로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핵분

열생성물이 휘발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휘발성산화 공정(그림 3.3.1.1)이라 한다. 기

의 휘발성산화 공정은 습식공정을 해 개발한 것으로 사용후핵연료 삼 수소 제

거와 용해 속도 증가를 한 분말화가 주목 이어서 체로 500℃,산화분 기에서 이

루어졌다.그러나 기의 기존 휘발성산화 공정은 표 3.3.1.1에 보는 바와 같이 삼 수

소는 제거되나 Kr/Xe핵종은 약 30% 미만,C-14과 요오드 등은 약 10% 미만 그리고

기타 Cs과 Tc 등은 거의 제거되지 않는다.따라서 기존 휘발성산화 공정을

pyroprocess에 용할 경우 해환원, 해정련 공정의 배기체 처리,핵종분리,공정효

율 등에 부담이 된다.이에 따라,상기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고온산화와 진

공개념을 도입한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을 개발하 다.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는 표

3.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 수소뿐만 아니라 고방사능,고방열 Cs,장수명 I-129,

Tc-99,C-14핵종 등이 부분 제거되며,불활성 가스인 Kr/Xe도 부분 제거 가능하

다.

한편,사용후핵연료 처리 공정 에는 기체상 핵분열생성물 배기체가 발생하므

로 시설의 안 운 과 작업자의 방사선 안 리를 해서 이에 한 한 처리

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지 까지 KAERI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휘발성 핵

종에 한 선택 포집특성연구를 수행한바 있다.이를 더욱 발 시키기 해서는 공

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이의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실

험실 규모의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제작한 후 배기체 처리 성능평가에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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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휘발성 핵종을 안 하게 포집하기 해 50kg-SF/batch처리 용량의 배

기체 처리시스템을 설계하 다.

그림 3.3.1.1기존 휘발성 산화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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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율,%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휘발율,

%

비고

Kr/Xe 〈30 ～100

H-3 ～100 ～100

I-129 〈10 ～100 장수명 핵종

Tc-99 〈1 ～100 장수명 핵종

C-14 〈10 ～100 장수명 핵종

Cs 〈1 ～98 고방사성,고방열

Ru 〈1 〈1 Noblemetal

Mo 〈1 ～62 Noblemetal

Rh 〈1 〈1 Noblemetal

Te 〈1 ～53

Rb 〈1 ～98

표 3.3.1.1기존 휘발성산화공정과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종 휘발율

나.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1)배기체 처리장치 흐름도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voloxidation공정 발생되는 휘발성 핵종의 처리 차

에 한 배기체 처리장치 흐름도를 그림 3.3.1.2에 제시하 다.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방출되는 배기가스들 방사선 붕괴열

이 높은 Cs과 Rb,Cd핵종들은 석탄회 세라믹필터가 충 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이들

핵종 들을 안정한 형태로 고정화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한다.그런 다음

Ca-basedfilter가 충 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Tc,Mo,Te,Se핵종들을 처리한다.마

지막으로 첨착 제올라이트가 충 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배기가스들 요오드

롬을 포집한다.

그런 다음 휘발성산화공정 공정조건을 분석하고 포집 상 핵종을 선정 한 후 이들

의 휘발량을 분석한다.각 휘발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포집매질(석탄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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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배기체 처리장치 흐름도

칼슘필터,AgX)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 포집장치의 내경 높이 등을 계산하

다.휘발성산화장치로 각 단 공정 포집장치는 고온 다양한 분 기가스에서 운

되어야 하므로 내구성 있는 장치 재질을 선정하기 하여 재질의 특성을 검토하

다. 한 핫셀 내에서의 원격조작에 의한 배기체 포집장치(포집통 등) 가열기의 부

품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아울러 본 장치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서 모듈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2)Voloxidation공정 FPs휘발량

재 Pyroprocessing 공정의 기 핵연료인 PWR( 기농도:4.5wt.%,연소도:

55,000MWd/tU,냉각기간:10년)을 선정하여 본 배기체 처리장치의 설계기 으로 삼

았다.배기체 처리장치의 처리규모는 50kg/batch이었다.휘발성 산화공정의 공정조

건은 표 3.3.1.2에 제시된 것처럼 처리온도는 최 ～1200℃,분 기 가스는 Air,Ar,

4%-H2/Ar이었다.사용후핵연료 이력을 기 으로 ORIGEN-ARP(AutomaticRapid

Processing)code를 이용하여 고도 휘발성 산화 공정 발생되는 휘발성 휘발성

핵종의 총량을 계산하여 표 3.3.1.3에 나타내었다.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 발생이 상되는 핵분열가스의 휘발량을 계산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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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KAERI와 INL의 실험결과와 여러 문헌을 분석하여 핵분열가스 휘발율을 결정하

다[3.3.1.1-3.3.1.3]. 한 핵분열가스 포집량은 핵분열가스 휘발량이 량 포집되는 것

으로 가정하여 계산하 다.표 3.3.1.4에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 발생이 상되는 핵

분열가스의 휘발량을 나타내었다.포집 상 휘발성 휘발성 핵종은 Cs,Rb,Cd,

Tc,Te,Se,Mo,I,Br을 선택하 다.

Process  Carriergas  Reactiontemp.℃ Flow rate,L/min

Hightemp.

oxidation

Air,Ar,

4%-H2/Ar
≈ 1,200 200

표 3.3.1.2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 조건

Nuclides Majorisotopes
g %

Cs 203.70 18.3 137

Rb 27.98 2.5 　

Cd 10.92 1.0 　

Tc 61.62 5.5 99

Te 38.60 3.5 125m

Se 4.43 0.4 　

Mo 274.97 24.7 93

I 18.30 1.6 129

Br 1.61 0.1 　

H 0.00 0.0 3

C 5.34 0.5 14

Kr 28.67 2.6 85

Xe 438.50 39.3 　

Total 1114.65 100.0 　

표 3.3.1.3SF내 휘발이 상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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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기량 휘발률,% 휘발량 포집량
질량분율,

%

Cs 203.70 98.00 199.63 199.63 20.37

Rb 27.98 98.00 27.42 27.42 2.80

Cd 10.92 98.00 10.71 10.71 1.09

Tc 61.62 92.00 56.69 56.69 5.78

Te 38.60 53.00 20.46 20.46 2.09

Se 4.43 53.00 2.35 2.35 0.24

Mo 274.97 62.00 170.48 170.48 17.39

I 18.30 100.00 18.30 18.30 1.87

Br 1.61 100.00 1.61 1.61 0.16

H 0.00 100.00 0.00 0.00 0.00

C 5.34 100.00 5.34 5.34 0.54

Kr 28.67 100.00 28.67 28.67 2.93

Xe 438.50 100.00 438.50 438.50 44.74

Total 1114.65 　 980.15 980.15 100.00

표 3.2.1.4Voloxidation공정 FPs휘발량

(3)단 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 원칙

(가)KAERIpyroprocessing공정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의 배기체 처리 포

집 상 핵종은 Cs,Rb,Cd,Tc,Mo,Te,Se,I Br9종으로 한다.

(나) 용될 배기체 포집기술은 화학 흡착방식이며,Cs,Rb,Cd핵종은 fly

ashfilter,Tc,Mo,Te,Se핵종은 Ca필터,그리고 I Br의 포집은

AgX를 이용하여 포집한다.각 포집매질의 온도는 900℃,700℃ 250℃

가 되도록 설계한다.

(다)사용후핵연료(Burn-up:55,000Mwd/tU)500kg(50kg/batch,10batch)를

기 으로 휘발된 포집 상 핵종이 량(100%)이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제

거되는 것으로 설계한다.

(라)포집장치에 연결되는 모든 배기가스 이송배 은 각각의 휘발 핵종들이 배

내부에 응축 침 되지 않도록 끓는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설

계한다.

(마)포집반응기 포집통의 재질은 각 필터의 포집온도 이상을 유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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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질을 선정한다.

(바)Voloxidizer 각 포집장치 반응기 내부 온도 측정 이들 장치사이를

연결하는 이송배 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TIC TI를 설치한다.

(사)포집통(filter,filtercontainer,교체 인양 고리)은 원격으로 탈부착이 용이

하도록 설계한다.

(아)각 필터 unit는 축방향 포집농도 분포를 알기 하여,단 길이별로 독립

인 화학분석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4)포집매질의 특성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에는 각 핵종을 제거할 포집매질로서 fly ash filter,

calcium filter silverimpregnatedzeolite(AgX)를 사용할 정이다.각 포집매질의

포집특성을 표 3.3.1.5에 제시하 다.50kg-SF/batch처리에 합하게 KAERI에서 제

작한 한 내경 250mm 크기의 용량 석탄회필터 석탄회필터의 사진을 그림 3.3.1.3

3.3.1.4에 제시하 다. 한 AldrichCo.사에서 시 하고 있는 AgX를 그림 3.3.1.5

에 제시하 다.

Equipment Trapping
Media DesignBase Remarks

Cs(Rb,Cd)
Trapping
Unit

Flyashfilter

･Capacity:250mg-Cs(Rb,
Cd)/g-bed

･Velocity:<30cm/sec
･Temperature:900℃
･Zero-release

･Porosity:25%
･Packingdensity:0.58g/cc
･Disktype

Tc(Mo,Te,
Se)

Trapping
Unit

Calcium filter

･Capacity:200mg-Tc(Mo,
             Te,Se)/g-bed
･Velocity:<30cm/sec
･Temperature:700℃
･Zero-release

･Porosity:25%
･Packingdensity:0.55g/cc
･Disktype

Trapping
Unit

Silver
impregnated
Zeolite

･Capacity:70mg-I/g-bed
･Velocity:<20cm/sec
･Temperature:250℃
･Zero-release

･Agcontent:30wt.%
･Packingdensity:0.65g/cc
･Granulartype

표 3.3.1.5포집매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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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석탄회필터

그림 3.3.1.4칼슘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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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AgX

(5)배기가스 이송 배 유지온도

휘발성 산화 장치에서 휘발되는 휘발성 핵종들은 각 포집장치에 도달하기 에

끓는 이하로 냉각될 경우 배 내부에 응축되거나 축 되어 기체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각 단 포집공정별 제거 상 핵종의 끓는 이상으로 배 의 온

도를 설계해야만 한다.표 3.3.1.6에 배기체 처리장치 단 포집공정별 기체이송 배

유지온도를 나타내었다.

(6)배기체 처리 장치 단 공정별 설계 요약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 제작에 반 한 단 공정 포집장치에서 제거할 포집

상 핵종,각 반응기의 설계온도 운 온도,표 3.3.1.5의 각 포집장치에 사용될 포집

매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포집징치별 포집매질의 직경,높이,공탑 가스속도,체류시

간 등을 산정하여 정리한 배기체 처리장치설계 시방요약을 표 3.3.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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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fconnectionpipe   Pipetemp.(℃)

Connectionpipebetweenvoloxidizeroutlet  and  

Cs(Rb,Cd)trappingunit
700~850℃

ConnectionpipebetweenCs(Rb,Cd)trappingunit

outletandTc(Mo,Te,Se)trappingunit
700~850℃

ConnectionpipebetweenTc(Mo,Te,Se,)

trappingunitoutletandI(Br)trappingunit
over180℃

표 3.3.1.6배기가스 이송배 별 유지온도

  Trapping

unit
 Designtemp.,℃  Operatingtemp.,℃ Designspec.

Cs(Rb,Cd)

trappingunit
~1,000 900

• D=250mm

• BH=350mm

• SV=0.27m/sec

• CT=1.30sec

Ru(Tc,C-14)

trappingunit
~1,000 700

• D=250mm

• BH=500mm

• SV=0.23m/sec

• CT=2.20sec

I(Br)

trappingunit
~500 250

• D=200mm

• BH=300mm

• SV=0.20m/sec

• CT=1.50sec

표 3.3.1.7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시방 요약

*Basis:500kg-SF
*D:diameter,
*BH:bedheight
*SV:superficialgasvelocity
*CT:contacttime

(7)배기체 처리장치 주요 구성품의 재질

본 배기체 처리장치는 휘발성 휘발성 배기체를 휘발하기 한 voloxidizer

휘발된 배기체를 포집하기 한 실험장치의 가열기이다.Voloxidizerunit은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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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rappingunit은 900℃,Tctrappingunit은700℃,그리고 Itrappingunit은 250℃에

서 운 이 상되므로 각 반응기별 운 온도를 고려하여 주요 구성품의 재질을 선정

하여야 한다. 특히 고온에서 운 되는 voloxidizer Cstrapping반응기들은 설계

온도 1400℃ 에서도 건 성을 유지하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한 사용 재질은

실험 시 고온에서도 변형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강도와 부식 항성을 지녀야

한다.마찬가지로 다른 Tctrapping반응기와 Itrapping반응기는 설계온도 1000℃

500℃에서 건 성을 유지하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Voloxidizer 각 포집반응기 포집반응기 내부에서 사용될 포집통의 설계온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배기체 처리장치 주요 구성품의 재질을 요약하여 표 3.3.1.8에

나타내었다.

(8)배기체 처리장치 제어반

Voloxidizer 각 포집반응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온도 로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TemperatureIndicatorController) Voloxidizer 각 포집

반응기 사이의 입구 출구 쪽 배 의 온도를 직 읽을 수 있는 TI(Temperature

Indicator)가 필요하다.표 3.3.1.9에 배기체 처리장치 각 반응기 내부온도 측정 각

반응기별 연결배 온도를 제어하고 측정할 수 제어반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9)배기체 처리장치 설계도면

그림 3.3.1.6부터 그림 3.3.1.16까지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을 한 설계도면을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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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Designtemp.℃ Material

Voloxidizerreactor 1,400 Inconel600

Cstrappingreactor 1,400 Inconel600

Cstrappingbasket 1,000 SS304

Tctrappingreactor 1,000 SS316

Tctrappingbasket 1,000 SS304

Itrappingreactor 500 SS316

Itrappingbasket 500 SS304

표 3.3.1.8배기체 처리장치 주요 구성품의 재질

Unit Instrument
Control/indication

range,℃
Remarks

Voloxidizer TIC-V

 TI-V-1

 TI-V-2

 ~1400

 ~1000

 ~1000

PID

Inner  temp.inthe  reactor

Outletgastemp.

Cstrapping

unit

TIC-Cs

 TI-Cs-1

 TI-Cs-2

  ~1,000

  ~1,000

  ~1,000

PID

Inner  temp.inthe  reactor

Outletgastemp.

Tctrapping

unit

TIC-Tc

 TI-Tc-1

 TI-Tc-2

  ~1,000

  ~1,000

  ~1,000

PID

Inner  temp.inthe  reactor

Outletgastemp.

Itrappingunit TIC-I

 TI-I-1

 TI-I-2

 ~500

 ~500

 ~500

PID

Inner  temp.inthe  reactor

Venttemp.

표 3.3.1.9배기체 처리장치 가열장치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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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Voloxidizer반응기 도면-2

그림 3.3.1.6Voloxidizer반응기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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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Cs,Tc,I반응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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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필터팩 도면

그림 3.3.1.10배기체 처리장치 조립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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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1배기체 처리장치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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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배기체 처리장치 lay-out정면도

그림 3.3.1.13배기체 처리장치 lay-out윗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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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4배기체 처리장치 lay-out우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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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5배기체 처리장치 lay-out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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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가.제작시방서

(1)목

본 Off-gasTrappingSystem은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휘발되는 고방사성 배기체

(Cs,Rb,Cd,Tc,Mo,Ru,I,Br)를 고온에서 화학흡착 하는 포집장치로서 제작시방서

도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2)사양

본 Off-gasTrappingSystem은 휘발성 휘발성 배기체를 휘발 포집하기

한 실험장치의 가열기(voloxidizerunit:1200℃,Cstrapping unit:900℃,Tc

trappingunit:700℃,Itrappingunit:250℃)로서 핫셀 내에서의 원격조작에 의한

배기체 포집장치(포집통 등) 가열기의 부품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본 System은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서 모듈구조를 가지도록 제작한다.상세

한 사항은 도면 장치 구성을 참조한다.

(3)장치의 구성

본 Off-gasTrappingSystem의 주요 구성품은 아래와 같으며,각 가열장치에는

온도제어 지시계를 부착하고,가열부는 면과 후면의 가열체를 분리하여 반응부를

별도로 원격조작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핫셀 내에서의 원격제어로서의 반응

실험과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하여 각 부분을 모듈화 하여 제작하여야 하며,주

요 모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응기 모듈

-가열기 모듈

-지지 모듈

-이송기 모듈

-받침 모듈

- 기 제어부 모듈

(4)설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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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Off-gasTrappingSystem 의 상세한 제작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Voloxidizer반응기(1차 반응기 부분)

① 반응기

-반응온도 :1200℃

-반응기 용량 :∅15cm x23cmL(4000CC)

② 가열로 :SICFurnace& ControlSystem(1set)

-Model:VerticalSquareFurnace

-Power:40kW,220V,3P

-MaxTemp:1200℃

-ChamberSize:W800×D400×H1150-앞,뒷면 각 1식

-Body:A)STS3041.5T,3T

-HeatingElement:S.I.C비 속 기 항 발열체로 고온과 내마모성

에 강하고 Heater의 표면부하 도를 최 한 낮추어서 제작되어야 한

다.(Trans포함).

-ControlSystem

*T.P.RUnit(E.S.T40A)에 의한 P.I.DControl(4-20MMA)=1EA

*T.P.RUnit(E.S.T35A)에 의한 P.I.DControl(4-20MMA)=2EA

(HeatingBand용)

*ThermoCouple"R"Type=2EA(Indicator용 포함)

*T.I.C:Up351-00(Yokogawa)=1EA

DigitalDisplay,P.I.DMode,

Program 2Pattern,10Segments

*Indicator:Ut150-Rn(Yokogawa)=1EA

*HeatingBand용 T.I.C:Ut150-An(Yokogawa)=2EA

*V/Meter:Dp6-Na105(Hanyoung)

*A/Meter:Dp6-Na209(Hanyoung),C/T(200:5)

*Fuse,Relay,LampSwitch,등으로 구성된다.

-Insulation:CeramicBoard:1260℃ *1200*50T

-TemperatureControlAccuracy:±5℃

-Heat-UpTimetoMaximum Temperature:1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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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Cs반응기(2차 반응기 부분)

① 반응기

-반응온도 :900℃

-반응기 용량 :∅25cm x35cmL(5469CC)

② 가열로 :WireKanthalFurnace& ControlSystem(1set)

-Model:VerticalSquareFurnace

-Power:13kW,220V,3P

-MaxTemp:900℃,

-ChamberSize:W560×D280×H650-앞,뒷면 각 1식

-Body:A)STS3041.5T,3T(빠우처리)

-HeatingElement:WireKanthal비 속 기 항 발열체로 고온과

내마모성에 강하고,Heater의 표면부하 도를 최 한 낮추어서 제작

되어야 한다.

-ControlSystem

*T.P.RUnit(E.S.T40A)에 의한 P.I.DControl(4-20MMA)=1EA

*T.P.RUnit(E.S.T35A)에 의한 P.I.DControl(4-20MMA)=2EA

(HeatingBand용)

*ThermoCouple"K"Type=2EA(Indicator용 포함)

*T.I.C:Up351-00(Yokogawa)=1EA

DigitalDisplay,P.I.DMode,

Program 2Pattern,10Segments

*Indicator:Ut150-Rn(Yokogawa)=1EA

*HeatingBand용 T.I.C:Ut150-An(Yokogawa)=2EA

*V/Meter:Dp6-Na105(Hanyoung)

*A/Meter:Dp6-Na209(Hanyoung),C/T(200:5)

*Fuse,Relay,LampSwitch,등으로 구성된다.

-Insulation:CeramicBoard:1000℃ *900*50T

-TemperatureControlAccuracy:±5℃

-Heat-UpTimetoMaximum Temperature:1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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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c반응기(3차 반응기 부분)

① 반응기

-반응온도 :700℃

-반응기 용량 :∅25cm x78cmL(12187CC)

② 가열로 :WireKanthalFurnace& ControlSystem(1set)

-Model:VerticalSquareFurnace

-Power:25kW,220V,3P

-MaxTemp:700℃

-ChamberSize:W560×D280×H1150-앞,뒷면 각 1식

-Body:A)STS3041.5T,3T(빠우처리)

-HeatingElement:WireKanthal비 속 기 항 발열체로 고온과

내마모성에 강하고,Heater의 표면부하 도를 최 한 낮추어서 제작

되어야 한다.

-ControlSystem

*T.P.RUnit(E.S.T40A)에 의한 P.I.DControl(4-20MMA)=1EA

*T.P.RUnit(E.S.T35A)에 의한 P.I.DControl(4-20MMA)=2EA

(HeatingBand용)

*ThermoCouple"K"Type=2EA(Indicator용 포함)

*T.I.C:Up351-00(Yokogawa)=1EA

DigitalDisplay,P.I.DMode,

Program 2Pattern,10Segments

*Indicator:Ut150-Rn(Yokogawa)=1EA

*HeatingBand용 T.I.C:Ut150-An(Yokogawa)=2EA

*Fuse,Relay,LampSwitch,등으로 구성된다.

-Insulation:CeramicBoard:1000℃ *900*50T

-TemperatureControlAccuracy:±5℃

-Heat-UpTimetoMaximum Temperature:1Hrs

(라)I(요오드)반응기(4차 반응기 부분)

① 반응기

-반응온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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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용량 :∅20cm x35cmL(3500CC)

② 가열로 :WireKanthalFurnace& ControlSystem(1set)

-Model:VerticalSquareFurnace

-Power:10kW,220V,3P

-MaxTemp:250℃

-ChamberSize:W500×D250×H650-앞,뒷면 각 1식

-Body:A)STS3041.5T,3T(빠우처리)

-HeatingElement:WireKanthal비 속 기 항 발열체로 고온과

내마모성에 강하고,Heater의 표면부하 도를 최 한 낮추어서 제작

되어야 한다.

-ControlSystem (HeatingBand용)

*T.P.RUnit(E.S.T40A)에 의한 P.I.DControl(4-20MMA)=1EA

*T.P.RUnit(E.S.T35A)에 의한 P.I.DControl(4-20MMA)=2EA

*ThermoCouple"K"Type=2EA(Indicator용 포함)

*T.I.C:Up351-00(Yokogawa)=1EA

DigitalDisplay,P.I.DMode,

Program 2Pattern,10Segments

*Indicator:Ut150-Rn(Yokogawa)=1EA

*HeatingBand용 T.I.C:Ut150-An(Yokogawa)=2EA

*Fuse,Relay,LampSwitch,등으로 구성된다.

-Insulation:CeramicBoard:300℃ *900*50T

-TemperatureControlAccuracy:±5℃

-Heat-UpTimetoMaximum Temperature:1Hrs

(5)모듈 구분

Off-gasTrappingSystem의 장치의 유지보수를 한 Module부품 군(집합)을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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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듈 세부 모듈 수량

반응기 모듈부

Voloxidizer반응기 모듈 1식

Cs반응기 모듈 1식

Tc반응기 모듈 1식

I(요오드)반응기 모듈 1식

가열기 모듈
Voloxidizer가열기 모듈 2식

2,3,4차 가열기 모듈 6식

지지 모듈 반응기 지지 배 지지 모듈 1식

이송기 모듈
Voloxidizer가열기 이송기 모듈 2식

2,3,4차 가열기 이송기 모듈 2식

받침 모듈
System 고정 마운 받침 모듈 1식

면 가열기 이송 모듈 2식

기 제어부

모듈

기 제어 모듈 1식

선 컨넥터 모듈 1식

표 3.3.2.1.배기체 처리장치 모듈 구분

(6)일반 사항

본 Off-gasTrappingSystem의 주요 구성품에 한 제작에 한 일반사항은 아

래와 같다.

(가)본 Off-gasTrappingSystem을 이용한 실험 모든 장치의 탈부착 A/S

는 Crane,조작기 Manipulator의 동작에 근거한 설계와 제작을 하여야한

다.

(나)사용되는 재료는 정해진 고온과 화학성분에 충분히 내성(내열성,내변형성,고

온강도의 유지,내 고온취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특히 정해진 고온 조건에서 각각의 결합부 모재에서 열변형이 없는 상세

한 설계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본 장치는 특히 고온(1200℃)분 기 내에 설치,운 되므로 장치의 용도/특

성 확장성등 제반특성을 충분히 악한 후 제반공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 에 발주부서와 충분히 기술 의를 거친 후 상세설계 제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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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도록 한다.

(마)본 장치는 좁은 핫셀 공간내부에 설치되므로 장치/설비의 유지보수를

하여 부품의 근 교환이 필요한 장치 내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본 장치는 제반 사용특성상 가공/조립/제작에 따른 각 규격치수의 공차

는 부품의 공차 이내로 하여야 하며,완정 제작 후 Cleaning(산세척 처

리 세척)이 완 하여야 한다.

(사)장치의 작동은 정숙하고 원활하게 작동하여 흔들림이 없어야하고 용도

특성에 합한 내열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Bearing O-Ring이 장착되는 부 는 정 가공을 하여야한다.

(자)장치의 연결부 는 고온에서도 실험재료의 출이 없는 고온에 견디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종에 의한 탈착 유지보수가 용이하도

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차)기기의 수명연장 장치의 안 을 한 CoolingSystem은 안 하게 제

작 되어야 하며,장치를 한 Cooling은 압력 유량 조 이 가능한 구

조이어야 하고 장치의 수명을 보장 할 수 있는 설계 제작이 이루어

져야 한 다.

(카)장치가 고온에서 사용되는 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와 사용목 에 합당

한 검증된 자재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기타

-장치 모듈의 모든 부분은 용도에 맞는 탈부착을 한 인양 고리를 설

계/시공하여야 한다.

- 체 으로 장치의 9시,3시 방향,뒤쪽(후면부분)에 MSM의 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치의 체 인 외 이나 조립성,가공성 등의 등 을 최 한 올린다.

-개스킷,오링 등은 열화 방지를 하여 내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장치의 모든 볼트는 손잡이와 지그공구를 제작한다.

-장치의 제작에 사용되는 볼트의 사양은 형상 가지 수를 최소화하여

유지보수가 수월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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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배기체 처리장치 단 공정별 제작 요약

(1)반응기 모듈부

반응기의 후 지 고정볼트는 원격제어를 하여 면에서 시야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탈착을 쉽게 하기 하여 후 지에 고정해야 한다. 한 반응기의 후 지의 원

활한 조립을 하여 안내 장치를 두어야 한다.

(가)Voloxidizer반응기 -1식 -

① 본 장치는 기 을 유지해야 하며,내부 온도는 1200℃에서도 건 성을 유지

해야 한다.

② 장치의 속 부 는 기 을 유지하기 하여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③ 온도 측정 포인트 :반응기 내부,반응기 외면,출구 이 각 1개소

④ T/C 치는 탈부착 유지보수가 용이한 치에 설치하되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치에 정확히 일치 시켜야 한다. 근과 시야가 확보되는 치에

설치해야 한다.

⑤ 재질은 Inconel600/601로 한다.필터의 알갱이는 지르코니아 볼을 사용하

고,볼의 양은 충분하도록 한다.

⑥ 내,외부 반응기 각각 원격제어에 의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 무게 심을 고려하여 인양 고리를 부착해야 한다.

⑧ CoolingLine의 연결부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근

시야 확보되는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⑨ 입출 배 의 연결부 는 탈착이 용이하게 설계 제작 되어야 하고,

근 시야 확보되는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재료는 실험시 고온에서 변

형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⑩ 반응기 뚜껑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하여 내부에 석면 방열 라

켓을 두어야 하고,외부면에 방열 (2개 이상)을 두어 반응기 상부의 온도

상승을 제어토록 제작하여야 한다.

⑪ 배 연결부의 실링은 NickelGasket을 사용하고,배 연결 VCR Type

(혹은 기능이 유사한 사양)의 Fitting을 사용한다.

⑫ 내부 반응기 포집부분의 하단(입구)부분은 깔때기 모양으로 설계하여 지

르코니아 볼을 올려놓아 반응이 원활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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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Cs반응기 -1식 -

① 본 장치는 Cs를 포집하는 부분으로 기 을 유지해야 하며,내부 온도는

900℃에서도 건 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장치의 속 부 는 기 을 유지하기 하여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③ 온도 측정 포인트 :반응기 내부,반응기 외면,출구 이 각 1개소

④ T/C 치는 탈부착 유지보수가 용이한 치에 설치하되 발주부서에서 요

구하는 치에 정확히 일치 시켜야 한다. 근과 시야가 확보되는 치에

설치해야 한다.

⑤ 재질은 Inconel600/601로 한다.

⑥ 내,외부 반응기 각각 원격제어에 의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 무게 심을 고려하여 인양 고리를 부착해야 한다.

⑧ CoolingLine의 연결부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근 시

야 확보되는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⑨ 입출 배 의 연결부 는 탈착이 용이하게 설계 제작 되어야 하고, 근

시야 확보되는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재료는 실험시 고온에서 변형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⑩ 반응기 뚜껑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하여 내부에 석면 방열 라켓을

두어야 하고,외부면에 방열 (2개 이상)을 두어 반응기 상부의 온도 상승

을 제어토록 제작하여야 한다.

⑪ 배 연결부의 실링은 NickelGasket을 사용하고,배 연결 VCRType(혹

은 기능이 유사한 사양)의 Fitting을 사용한다.

(다)Tc반응기 -1식 -

① 본 장치는 Tc를 포집하는 부분으로 기 을 유지해야 하며,내부 온도는

700℃에서도 건 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장치의 속 부 는 기 을 유지하기 하여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③ 온도 측정 포인트 :반응기 내부,반응기 외면,출구 이 각 1개소

④ T/C 치는 탈부착 유지보수가 용이한 치에 설치하되 발주부서에서 요

구하는 치에 정확히 일치 시켜야 한다. 근과 시야가 확보되는 치에

설치해야 한다.

⑤ 재질은 STS31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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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내,외부 반응기 각각 원격제어에 의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⑦ 무게 심을 고려하여 인양 고리를 부착해야 한다.

⑧ CoolingLine의 연결부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근 시

야 확보되는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⑨ 입출 배 의 연결부 는 탈착이 용이하게 설계 제작 되어야 하고, 근

시야 확보되는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재료는 실험 시 고온에서 변형

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⑩ 반응기 뚜껑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하여 내부에 석면 방열 라켓을

두어야 하고,외부면에 방열 (2개 이상)을 두어 반응기 상부의 온도 상승

을 제어토록 제작하여야 한다.

⑪ 배 연결부의 실링은 NickelGasket을 사용하고,배 연결 VCRType(혹

은 기능이 유사한 사양)의 Fitting을 사용한다.

(라)I(요오드)반응기 -1식 -

① 본 장치는 기 을 유지해야 하며,내부 온도는 250℃에서도 건 성을 유지

해야 한다.

② 장치의 속 부 는 기 을 유지하기 하여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③ 온도 측정 포인트 :반응기 내부,반응기 외면,출구 이 각 1개소

④ T/C 치는 탈부착 유지보수가 용이한 치에 설치하되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치에 정확히 일치 시켜야 한다. 근과 시야가 확보되는 치에

설치해야 한다.

⑤ 재질 :STS316으로 한다.

⑥ 내,외부 반응기는 각각 원격제어에 의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 야 한

다

⑦ 무게 심을 고려하여 인양 고리를 부착해야 한다.

⑧ CoolingLine의 연결부는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근 시

야 확보되는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⑨ 입출 배 의 연결부 는 탈착이 용이하게 설계 제작 되어야 하고, 근

시야 확보되는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재료는 실험 시 고온에서 변형

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⑩ 반응기 뚜껑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하여 내부에 석면 방열 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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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어야 하고,외부면에 방열 (2개 이상)을 두어 반응기 상부의 온도

상승을 제어토록 제작하여야 한다.

⑪ 배 연결부의 실링은 NickelGasket을 사용하고,배 연결 VCRType(혹

은 기능이 유사한 사양)의 Fitting을 사용한다.

(2)가열기 모듈부

(가)승온속도는 10~20℃/min로 한다.

(나)재질 :외부는 STS304PolishingPlate3t이상을 사용한다.

(다)외부표면온도는 40℃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면과 배면을 따로 분리되게 제작하고,무게 심을 고려한 인양고리를 별도

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면의 가열기 부분은 반응기 후면 가열기의 시야 확보 유지보수가

가능한 치로의 이동 장치가 별도로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바)T/C의 탈착이 용이 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분리된 T/C를 거치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 후면의 로의 이동시 복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후면의 가열기를 합했을 때에는 합주 의 열손실이 없어야 한다.

(자)유지보수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ModuleType이어야 한다.

(차)가열기에서 나오는 열이 밖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히터의 외부를 단열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한다.

(카)단열재는 높은 열이나 탈착 후면 이동 부착시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선은 고온에 견디는 선을 사용하여야 하고,가열기의 이동시 이블 캐리

어 등을 이용하여 꼬임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 선은 MSConnector등을 사용하여 원격제어에 의한 탈부착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지지 모듈부

(가)지지 모듈은 반응기의 지지 를 모듈화 하여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

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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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료는 STS304로 한다.

(다)지지재는 반응기의 하 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200℃에서도 견딜 수 있게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라)지지 는 반응기의 탈착이 용이하도록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마)무게 심을 고려한 인양고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반응기나 가열기 등의 실험 유지 보수 시에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

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사)필요시 T/C,Piping등의 지지 로 사용할 경우에도 탈착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아)용 부 는 산세척을 한다.

(자)반응시의 반응기의 열팽창 될 때를 고려하여 구조물을 제작한다.

(4)이송기 모듈부

(가)이송기 모듈은 가열기를 개폐시키는 부분으로 가열기의 하 을 충분히 고려

하여 가열기의 개폐 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도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나)voloxidizer반응부의 ,후면과 나머지 반응부의 ,후면, 면부의 이송부

로 크게 다섯 부분의 간 모듈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재료는 STS304로 한다.

(라)필요시 가열기의 이동시 복을 방지 하여 복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마)무게 심을 고려한 별도의 인양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모든 부품은 원격제어에 의한 유지보수가 쉽게 작은 모듈화 하여 단독으로

탈착이 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사)모듈화된 모든 부분은 무게 심을 고려한 별도의 인양고리를 설치하여야 한

다.

(아)이송을 한 부품(Cylinder,LM Guide등)은 용도에 맞는 충분한 내력과 성능

을 지녀야 하며,정 도와 정숙도를 갖추어야 한다.

(자)배 연결부나 선 연결부,부품연결부는 원격제어에 의한 탈착이 쉽게 설

계,제작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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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LM Guide Cylinder등은 유지 보수를 하여 원격제어에 의한 탈착이 이

루어지도록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카)모든 구동부는 Stroke를 제어 할 수 있는 자 제어식 Limitswitch와 기계식

Stopper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선과 배 등은 원격제어에 의한 유지보수가 쉽게 탈착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5) 기 제어 모듈부

(가) 선 신호 이블 :내열성 이블 사용

- 선 :30m

-신호 이블 :30m

(나)온도 Control:ProgrammablePID,SCRControl,　P/CPatternControl

(다) 원공 스 치는 ON-OFF터치 방식으로 한다.

(라)안 사고를 비하여 emergencystopswitch를 부착한다.

(마)반응기의 온도를 제어 할 수 있는 Controller

(바) 선 등을 장치에 부착하기 한 라켓의 재질은 STS304로 한다.

(사)반응기 주변의 선들은 내열성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사용되는 선들의 연결부는 원격제어에 의한 유지보수를 하여 탈착이 용

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자)모든 이블은 flexible라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기 커넥터는 MSM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네모형태)

(카) 기 커넥터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암/수 기 커넥터에 표시 버

를 부착하여야 한다.

(타)모든 커넥터는 장치의 면부에 설치되어 작업자의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

MSM을 비롯한 분해 장비의 근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 기 커넥터의 재질은 내열용으로 알루미늄 계열로 한다.

(하)반응기 모듈에 맞춰 선 제어 선들을 모듈화 하여 유지 보수 때에 탈착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6)기타

(가)모든 유지보수용 볼트/ 트는 Captivetype으로 제작해야하고,3/4“크기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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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되게 제작한다.

(나)본 장치의 모든 부품은 유지보수를 하여 세분화된 모듈구조를 가져야 한다.

(다)단일 반응기 가열기를 제외하고는 Manipulator로 취 이 용이하도록 15kg

이내의 량으로 모듈화 하여야 한다.

(라)유지보수 상의 메카니즘은 장치의 후면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마)유지보수 상의 메커니즘은 필요에 따라 체결이 용이하도록 힌지용 토 클

램 방식으로 제작한다.

(바)제작 완료 후 운 시 체결부 나 각종 기기로부터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사)반응로와 연결된 Piping은 열 변형과 진동을 상쇄할 수 있도록 flexible한 재

료를 사용한다.

(아)LimitS/W는 쉽게 교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자)유지보수 시 분해된 부품을 거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원격유지보수를 한 제작 시 고려사항

(1)시계확보 보수공간

(가)향후 핫셀 작업을 해서는 무엇보다 시야확보가 요하다.시계확보를

한 방업으로는 육안과 카메라가 있지만,가 작업자가 납유리 창을 통해

서 직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듈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원격취 공정 모듈의 설계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인 운 과 유지,보수 요건은 장비와 물질을 효율 으로 취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② 천장크 인의 라켓에 부착된 상카메라에 의해 가시 인 역에 근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원격취 유지,보수 운 은 복잡성과 수

행에 요구되는 시간을 일 수 있는 범 로 단순화하여야 한다.

③ 모듈화를 해서 순환 이 나 셀 안의 선 등을 포함하여 퍼의 수

를 이고 퍼의 순환을 단순화 시켜야 한다.

(2)3D Modeling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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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모델 데이터를 감소화 하여야 한다. 모델링된 모델의 데이터를 감소화하기

에 모델 자체에 한 part모델의 감소화를 한다.이는 실제 장치 설계에서

는 필요한 부분일지라도 시뮬 이션을 이용한 검증에는 불필요한 모델데이터

를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필요가 없는 자료에 한 상세부품도는 간략화

생략이 가능하다.

(나)장치는 운 유지보수에 따라 여러 개의 assembly로 조립한다.

(다)공정장치의 Basepart가 되는 모델은 바닥면의 심을 원 으로 모델링을

수행한다.이는 basepart를 심으로 장치를 조립하기 때문에 시뮬 이션을

한 장치의 배치를 원하는 치에 정확하게 치시키기 해서 필요하다.

Basepart는 장치를 CAD상에서 조립하기 해 맨 먼 불러온 다음에 다시

조립할 part를 불러와 조립하는 최조의 part를 지칭한다.

(라)원통 모양의 part는 원통 심을 원 좌표로 모델링한다.

(마)사각형 모양은 모서리 부분이나 심을 원 좌표로 모델링한다.

(3)안 장치

(가)운 시 압력,온도 기타 등에 한 안 장치를 필히 갖추어야 한다.

(나)핫셀 내에서 모든 부품 이블은 내열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제작된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된 배기체 처리장치 사진을 그림 3.3.2.1부터 그림 3.3.2.9까지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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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정면

그림 3.3.2.2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윗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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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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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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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배출가스 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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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Control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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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포집통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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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포집통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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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크 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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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성능실험 평가

가.Cs포집실험(Ⅰ)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50kg-SF/batch처리기 1batch

에서 발생되는 세슘포집 실험을 수행하 다.배기체 처리시스템의 voloxidizer에서 세

슘 발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석탄회 필터(245mm(O.D)X

270mm(L))4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세슘을 포집하 다.기체상

세슘의 공 원으로 CsNO3 295.73g(1batch)을 사용하 다.시약의 무게를 측정한 후

OTS장치의 voloxidizer안에 상기 시약을 aluminacrucible을 넣은 후 이를 기체상

세슘 발생원으로 사용하 다.석탄회 필터을 사용하여 세슘 포집성능을 분석하기 해

포집온도 900℃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9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7시

간 유지시켰다.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된 것을 확인한다.그런 다음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후에 1150℃에 도달되도록 한 후 6시간 유지시켰다. 한

voloxidizer가동 시작부터 Ar을 70L/min유량으로 흘려보냈다.

그림 3.3.3.1에 50kgSF기 세슘 포집 석탄회 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그

림 3.3.3.2에 50kgSF기 기체상 세슘 포집 후 필터 1단 그림 3.3.3.3에 필터

2,3,4단의 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그림 3.3.3.2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터 2단까

지 표면의 색이 황토색에서 녹색으로 변하 다.표 3.3.3.1은 석탄회 필터의 Cs에 한

성분 분석 결과이다. 한 세슘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 필터의 결정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기체상 세슘을 포집한 석탄회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4에 나타난 것처럼 세슘이 pollucite(CsAlSi2O6)상으로 포집되었다.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2단 내에서 CsNO3에서 휘발되는 세슘이 약 99% 포집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세슘은 석탄회필터 2단내에 포집되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Cs의 포

집율은 약 99% 임을 확인하 다.Voloxidizer와 세슘 포집로 사이의 연결 에 일부 세

슘이 응축되어 존재함을 I.C.P분석으로 확인하 으나 세슘 포집로와 테크네튬 포집로

사이의 연결 에는 세슘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이는 그림 3.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슘 포집로와 테크네튬 포집로 사이의 연결 에는 세슘이 존재하지 않음

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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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50kgSF기 기체상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 2,3,4단의 외

.

그림 3.3.3.150kgSF기 기체상 세슘 포집 석탄회 필터의 외

그림 3.3.3.250kgSF기 기체상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 1단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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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50kgSF기 기체상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 1단의 XRD

Cswt.%

석탄회 필터 1단 4.2

석탄회 필터 2단 <0.02

석탄회 필터 3단 <0.02

석탄회 필터 4단 <0.02

표 3.3.3.150kgSF기 기체상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성분분석 결과(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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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세슘포집장치와 늄포집장치 사이의

연결

나.Cs포집실험(Ⅱ)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50kg-SF/batch처리기 3batch

에서 발생되는 세슘포집 실험을 수행하 다.배기체 처리시스템의 voloxidizer에서 세

슘 발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석탄회 필터(245mm(O.D)X

270mm(L))4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세슘을 포집하 다.기체상

세슘의 공 원으로 CsNO3887.20g을 사용하 다.시약의 무게를 측정한 후 OTS장치

의 voloxidizer안에 상기 시약을 aluminacrucible을 넣은 후 이를 기체상 세슘 발생

원으로 사용하 다.석탄회 필터을 사용하여 세슘 포집성능을 분석하기 해 포집온도

900℃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9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7

시간 유지시켰다.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된 것을 확인한다.그런 다

음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후에 1150℃에 도달되도록 한 후 6시간 유지시켰다.

한 voloxidizer가동 시작부터 Ar을 70L/min유량으로 흘려보냈다.

그림 3.3.3.6 3.3.3.7에 150kgSF기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그림 3.3.3.7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터 3단까지 표면의 색이 황토색에

서 녹색으로 변하 다.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3단 내에서 CsNO3에서 휘발되는

세슘이 약 99%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세슘은 석탄회필터 2단내에 포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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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150kgSF기 기체상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Cs포집율은 약 99%% 임을 확인하 다. Voloxidizer와 세

슘 포집로 사이의 연결 에 일부 세슘이 응축되어 존재함을 I.C.P분석으로 확인하

으나 세슘 포집로와 테크네튬 포집로 사이의 연결 에는 세슘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

인하 다.

그림 3.3.3.6150kgSF기 기체상 세슘 포집 석탄회 필터의 외

다.Re포집실험(Ⅰ)

Tc는 인공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surrogate로서 화학 특성이 비슷한 Re

(AldrichCo.99.9%)을 기체상 Tc의 공 원으로서 사용하 다. 늄은 매우 높은 녹는

(>3180℃)을 가지며 환원분 기에서는 안정한 특성이 있다.반면에 늄은 많은

refractory metals처럼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하여 열열학 으로 안정한 Re2O7(g),

ReO3(g) Re2O6(g)와 같은 늄산화물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3.3.3.1-3.3.3.5].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50kg-SF/batch처리기 1batch

에서 발생되는 늄포집 실험을 수행하 다. 늄 포집실험은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이

용하여 voloxidizer에서 늄 발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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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50kgSF기 기체상 늄 포집 후 칼슘 필터의 외

슘필터(245mm(O.D)X 270mm(L))8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늄

을 포집하 다.기체상 늄의 공 원으로 Re30.81g을 사용하 다.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4시간 30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700℃에 도달되도록

조정한 후 4시간 유지시켰다.Re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450℃에 도달되도록 한 후 3시간 유지시켰다.

한 voloxidizer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20L/min유량으로 흘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

하 다.

그림 3.3.3.8에 50kgSF기 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그림

에 나타난 것처럼 칼슘필터 7단 내 필터표면이 포집 흰색에서 포집 후 약한 노란

색으로 변하 다.

한 늄 포집 후 칼슘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9에 나타난 것

처럼 늄은 calcium rhenium oxidehydrate(Ca(ReO4)2․2H2O)상으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7단 내에 늄이 약 99% 포집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그림 3.3.3.10에 칼슘필터 단수별 포집된 Re량을 나타내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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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950kgSF기 기체상 늄 포집 후 칼슘 필터 1단의 XRD

그림 3.3.3.1050kgSF기 칼슘필터 단수별 포집된 Re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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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1150kgSF기 기체상 늄 포집 후 칼슘 필터의 외

라.Re포집실험(Ⅱ)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50kg-SF/batch처리기 3batch

에서 발생되는 늄포집 실험을 수행하 다. 늄 포집실험은 배기체 처리시스템을 이

용하여 voloxidizer에서 늄 발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두 번째 포집 zone에 칼

슘필터(245mm(O.D)X270mm(L))11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늄

을 포집하 다.기체상 늄의 공 원으로 Re92.43g을 사용하 다.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3시간 후에 두 번째 포집 zone은 700℃에 도달되도록 조정

한 후 13시간 유지시켰다.Re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450℃에 도달되도록 한 후 12시간 유지시켰다.

한 voloxidizer가동 시작부터 공기를 20L/min유량으로 흘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

하 다.

그림 3.3.3.11에 150kgSF기 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그

림에 나타난 것처럼 칼슘필터 5단 내 필터표면이 포집 흰색에서 포집 후 약한 노

란색으로 변하 다.

한 늄 포집 후 칼슘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7단 내에 늄이 약 99%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그림 3.3.3.12에

150kgSF기 칼슘필터 단수별 포집된 Re량을 나타내었다 .



-106-

그림 3.3.3.12150kgSF기 칼슘필터 단수별 포집된 Re량

마.I포집실험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50kg-SF/batch처리기 1batch

에서 발생되는 요오드 포집 실험을 수행하 다.사용후핵연료 내에 함유된 요오드는

량 CsI로 환된다고 가정하여 CsI시약을 요오드 발생원으로 사용하 다.기체상

요오드의 공 원으로 CsI37.5g을 사용하 다.요오드 포집실험은 배기체 처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voloxidizer에서 CsI발생원을 기화시키고 포집로의 첫 번째 포집 zone에

석탄회필터(245mm(O.D)X 270mm(L))2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기화된

세슘을 포집한 후 세 번째 포집 zone에 AgX 4단을 충 한 필터바스켓을 장착하여

CsI로부터 분리된 요오드를 포집하 다.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5시간 30분 후에 첫 번째 포집 zone은 900℃,세 번째 포집

zone은 250℃에 도달되도록 조정한 후 7시간 유지시켰다.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11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6시간 유지시켰다. 한 voloxidizer가동 시작부터 Ar를 70L/min유량으로 흘

려보내며 포집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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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3에 CsI에서 분해된 기체상 세슘이 포집된 석탄회 필터의 모습을 나타

내었다.그림 3.3.3.13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회 필터 1단의 표면의 색이 황토색에서 녹

색으로 변하 으며 2단은 황토색에서 흰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휘발된 세슘이 1단

에서 모두 포집되었음을 확인하 다.이는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 필터 1단 내에서

휘발되는 세슘이 약 99% 포집되었음을 정량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3.14와 그림 3.3.3.15에 50kgSF기 요오드 포집 ․후 AgX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요오드가 포집된 AgX 필터는 검노란색을 띄었다.육안상 바닥 쪽에 있

는 AgX의 경우가 단부보다 더 검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노란빛은 1단에

서 3단까지 확인되었고 4단은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한 요오드 포집 후 AgX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3.3.16에 나타난

것처럼 요오드는 Silveriodide(AgI)상으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3.17은 50kgSF기 기체상 요오드가 포집 후 AgX 필터의 SEM 사진 EDS

성분 분석 결과로 AgX2단에 다량의 요오드가 포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gX

4단 필터에는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량무게분석을 통해 AgX 필터

4단 내에 포집된 요오드의 양을 측정해야 하나 AgX의 흡습성으로 인한 량분석은

어려우며 요오드가 포집된 AgX필터의 성분분석을 통해 포집된 요오드의 정확한 양을

알기 해 재 ICP분석 이다.

CsI에서 분해된 기체상 세슘은 석탄회 필터 1단 내에 99% 포집되었고 CsI에서 분

해된 기체상 요오드는 AgX 필터 3단내에 각각 외부 유출 없이 포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부가 으로 50kgSF기 요오드 포집은 AgX 필터 3단내에 포집이 가능하며

이는 세슘과 분리포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3.1350kgSF기 기체상 세슘 포집 후 석탄회 필터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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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450kgSF기 기체상 요오드 포집 AgX필터의 외

그림 3.3.3.1550kgSF기 기체상 요오드 포집 후 AgX필터의 외

그림 3.3.3.1650kgSF기 기체상 요오드가 포집 후 AgX필터 1단의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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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750kgSF기 기체상 요오드가 포집 후 AgX필터의 SEM 사진

EDS성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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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1.개요

이로 일 공정 시험시설 내의 해환원공정에 원료입자를 공 하기 해서 회

로 방식의 휘발성 산화장치(voloxidizer) 원료입자 품질 리 장치를 구축하 다.휘

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와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 운 조건에 향을 미치는 향인

자를 분석하 다. 한 휘발성 산화장치 운 에 우라늄분진제거기와 휘발성 산화정치

에서 제조되는 원료입자 크기를 일정한 크기로 분 하여 해환원공정에 공 하기

한 입도분 기를 설계하 다. 한 원료입자의 산화를 방지하고 Ar셀의 해환원공정

에 원료입자를 공 하기 해 원료물질 이송용기(Ar충 기)를 설계하 다.

2.휘발성 산화장치 품질 리 장치 구축

가.휘발성 산화장치 구축

휘발성 산화장치는 최 58kgUO2(59kgU3O8)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2010년 2월까지 설계․제작이 완료되었다(그림 3.4.2.1-3). 분말층의 높이 H1는 반응

성 기체에 의해 분말의 비산을 방지하기 해서 최 가능 U3O8층의 분말의 높이는 H2

의 60%로 하여 voloxidizer의 길이를 계산하 으며,U3O8분말의 겉보기 도 1.8g/㎤

로 계산한 U3O8분말의 충 율은 H2를 기 으로 50%가 된다.

1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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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회 형 Voloxidizer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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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회 형 Voloxidizer장치도

그림 3.4.2.3 회 형 Voloxidiz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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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품질 리 장치 구축

해환원공정에 공 하기 해서 (1)처리용량 증 (충 도): 입자분포,

도 구형도,(2) 해환원 속도 :기공률 미소결정 크기 (3)취 안정성 :강도

등에 한 품질 리가 요구된다.품질 리 장치의 성능 성능시험을 한 결과를 사진

과 함께 3.4.2.1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그래뉼 특성 분석 시험을 통해 얻은 경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하

여 (1)입도분석 차서,(2) 도 기공률 분석 차서,(3)구형도 분석 차서,(4)

쇄강도 분석 차서와 같은 원료입자 특성분석 차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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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특성항목 장치성능 장치

입도분석기 입자분포

-방식 :회 체

-측정범 :45µm ∼ 63mm

-회 속도 :50∼300rpm

-망체 크기 :직경 30cm

-표 체 체 치수 :20㎜,10㎜,

5㎜, 2㎜,1㎜와 500㎛,250

㎛,45㎛

도/기공률

분석기
충 도

- 울 용량 :230g

-Readability:0.1mg

-반복성 :±0.1mg이하

- 도 측정 kit

-건조, 수,포수 무게 측정

-다수의 그래뉼의 수무게 측정

시 체망을 이용하여 그래뉼을

도측정기 팬 에 놓는 방법으로

기존 시험법 개선

Granule

구형도

분석기
충 도

-입체 미경(StereoscopicMicro

-scope)

-배율 :5X∼ 500X

-측정방법 :투과 반사

-측정시편 크기 :0.6∼ 32mm

-NIS분석 로그램 :

구형도,상당직경

Granule

쇄강도

측정기

취 안정

성

-용량 :1,000kg(max)

-재하속도 :0.01-508mm/min

-하 정 도 :±0.5%

-가압 :φ20mm,50mm

-NEXIGEN :시험 분석 소

트웨어

Granule

표 3.4.2.1품질 리 장치의 성능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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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환원 원료입자 특성 분석 절차서

재순환공정실증연구부 

2010. 1. 31

전해환원 원료입자 특성 분석 절차서
문서번호: FMC-01

제정일자: 2011.01.31.

개정일자: 

개정번호:     0

쪽 번 호:     4입도

1.  개  요

 1.1  회전형 Voloxidizer 장비를 이용하여 만든 시료의 입도분포를 측정하기 위하

여 Rotational Motion Sieve Shaker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1.2  낮은 체눈 크기로 쌓은 직경 30cm의 표준 mesh에 시료를 장입한 뒤 

sieving하여 sieving 전과 후 mesh의 무게차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2.  적용 범위

 2.1  본 분석 절차는 그래뉼 형태와 분말 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시료의 입도분포를 

최대 20㎜이상 범위 까지 분석하는 시험 방법이다.

3.  기기 및 시약

 3.1  Sieve Shaker : Operating instructions for flat-bed sieving 

machine,  Type AS 400 control 

 3.2  저울 : 최대 시료 질량의 0.1%의 눈금량 또는 감량을 가진 것으로 최대 용량

이 3000g 이상인 것으로 한다.

 3.3  Mesh : 체는 KS에서 규정하는 표준 망체 20㎜, 10㎜, 5㎜, 2㎜, 1㎜와 

500㎛, 250㎛, 45㎛의 망체로 한다.

 3.4  덮개 및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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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과정

 4.1  mesh Tare무게 측정

Pan과 모든 mesh를 붓솔과 거즈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각각의 무게

를 측정한다.

 4.2  sieving

   4.2.1  가장 밑에 Pan을 놓고 그 위로 체 눈이 작은 mesh 순으로 쌓아 올린

다. 

   4.2.2  mesh들을 sieve shake에 설치하고 맨 위 mesh에 시료들을 골고루 

퍼트려 장입한다.

   4.2.3  덮개를 이용하여 단단히 조여주고 실험 조건에 맞게 RPM과 시간을 설

정한 뒤 실행한다.

 4.3  시료 무게 측정

   4.3.1  Pan과 mesh를 장비에서 제거하고 각각의 무게를 측정한다.

   4.3.4  mesh Tare 무게와 비교하여 시료만의 무게를 측정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회전형 Voloxidizer 장비를 이용하여 만든 시료의 입도분포를 아래 식으로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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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1, 그림1과 그림2처럼 나타내어진다.

시료무게 N = G-T

입도분포 D(%) = 


×

여기서, A : 장입한 시료의 총양, g

G : sieving 후 시료가 포함된 mesh의 무게, g

T : sieving 전 시료가 포함되지 않은 mesh의 무게, g

표1. 입도 분석 계산의 예

　

sieve 조건 : 100 rpm, 15 min

실험 후

무게 (g)

실험 전

무게 (g)

시료무게

(g)

누적무게

(g)

시료분포

(%)

누적분포

(%)

>20mm 999.02 998.36 0.66 0.66 0.3 0.3 

>10mm 1115.42 1112.55 2.87 3.53 1.4 1.8 

>5mm 1047.57 1012.97 34.60 38.13 17.5 19.3 

>2mm 910.70 808.78 101.92 140.05 51.5 70.7 
>1mm 765.52 736.12 29.40 169.45 14.8 85.6 

>500㎛ 664.55 655.38 9.17 178.62 4.6 90.2 

>250㎛ 593.56 591.25 2.31 180.93 1.2 91.4 

>45㎛ 544.03 528.57 15.46 196.39 7.8 99.2 
pan 1039.50 1037.84 1.66 198.05 0.8 100.0 

총 무게 　 　 1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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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시료 분포 결과의 예

그림2. 시료 누적 분포 결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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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환원 원료입자 특성 분석 절차서
문서번호: FMC-02

제정일자: 2011.01.31.

개정일자: 

개정번호:     0

쪽 번 호:     4밀도 및 기공률

1.  개  요

  1.1  회전형 Voloxidizer 장비를 이용하여 만든 시료의 밀도 및 기공률을 측정하

기 위하여 수침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1.2  표면 처리한 시료 3g의 건조무게, 현수무게 그리고 포수무게를 측정하여 밀도 

및 기공률 계산식으로 값을 구하 다.

2.  적용 범위

 2.1  본 시험방법은 직경 2mm 이상의 크기를 갖는 그래뉼의 밀도 및 기공률을 결

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3.  기기 및 시약

 3.1  저울 : 용량 1kg 이상, 감도 0.5g의 저울, Sartorius LA

 3.2  철제바구니, 수조, 현조장치 : 밀도 측정 키트, Sartorius YDK

 3.3  SUS망 : 약 Mesh No. 20(망눈치수: 0.84 ㎜)

 3.4  Air 브러쉬 : 시료에 붙은 미세입자 제거용

 3.5  Box furnace : 실험 후 시료 건조용

4. 분석 과정

 4.1  시료 건조무게 측정

약 3g의 그래뉼 시료를 채취하여 표면에 뭍은 분말과 미세입자 제거 후 건

조무게(D)를 측정한다.

 4.2  시료 현수무게 측정

   4.2.1  건조무게를 측정한 시료를 비커에 넣은 후에 탈염수를 주입하여 그래뉼

을 잠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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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시료가 담긴 비이커를 진공이 가능한 용기에 넣는다. 용기는 육안 관찰

이 가능한 유리 데시케이터를 주로 이용한다.

   4.2.3  진공을 가하여 그래뉼 시료의 개기공 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고 기공을 

탈염수로 채운다.

   4.2.4  밀도측정키트가 구비된 화학천칭을 준비한다.

   4.2.5  배양기와 같은 넓은 접시위에 약 Mesh No. 20(망눈치수: 0.84 ㎜)의 

SUS망 위에 탈염수와 그래뉼을 붓는다.

   4.2.6  비커에서 제거되지 않은 그래뉼은 즉시 탈염수를 분사시켜 제거한다. 그

래뉼과 SUS망은 탈염수로 젖어 있는 상태로 있게 된다.

   4.2.7  SUS망에 담긴 그래뉼을 물속에 잠긴 무게 측정 받침에 주입하여 현수

무게(S)를 측정한다.

 4.3  시료 포수무게 측정

   4.3.1  현수무게를 측정한 그래뉼을 측정 받침대에서 제거한 후에 건조거즈가 

밑에 놓여진 건조 SUS망위에 올린다.

   4.3.2  표면 및 그래뉼간의 물기를 제거하고 젖은 거즈를 이용하여 상부표면 및 

그래뉼 간의 물기를 제거한다.

   4.3.3  화학천칭을 이용하여 포수무게(W)를 측정한다.

밀도가 낮은 그래뉼의 경우에는 천칭이 무게를 읽는 즉시 측정한다.

 4.4  시료 건조무게 재측정

현수무게 측정을 위한 진공절차 중 시료의 낮은 강도로 시료가 손상되어 무

게 감소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포수무게를 측정한 시료를 Box furnace를 이

용하여 Ar 3L 분위기에서 340℃로 5h 열처리 하여 건조무게를 한 번 더 

측정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회전형 Voloxidizer 장비를 이용하여 만든 시료의 밀도 및 기공률은 다음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밀도(g/㎤) 


×,    기공률(%) 


××

여기서, D : 시료의 건조무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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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시료의 포수무게, g

S : 시료의 현수무게, g

K : 물의 밀도 (표 1)

표 1. 온도에 대한 물의 밀도

물의 밀도

온도℃ 밀도(g/ml) 온도℃ 밀도(g/ml)

0 0.99984 16 0.99895 

1 0.99990 17 0.99878 

2 0.99994 18 0.99860 
3 0.99997 19 0.99841 

4 0.99998 20 0.99821 

5 0.99997 21 0.99800 

6 0.99994 22 0.99777 
7 0.99990 23 0.99754 

8 0.99985 24 0.99730 

9 0.99978 25 0.99705 

10 0.99970 26 0.99679 

11 0.99961 27 0.99652 
12 0.99950 28 0.99624 

13 0.99938 29 0.99599 

14 0.99925 30 0.99565 

15 0.99910 31 0.99534 

6.  시험방법의 오차 범위

 6.1  계산된 밀도 및 기공률 값에 대한 측정 불확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불확도  


×

U의 값이 100과 차이가 많을수록 불확도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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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환원 원료입자 특성 분석 절차서
문서번호: FMC-03

제 정 일 자 : 

2011.01.31.

개정일자: 

개정번호:      0

쪽 번 호:     1/7
원형도 및 구형도

1.  개  요

 1.1  회전형 Voloxidizer 장비를 이용하여 만든 시료의 원형도 및 구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만능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1.2  표면처리한 각각의 시료를 현미경에 놓고 빛을 투과시켜 투과되지 않는 부분을 

관찰하여 측정한다. 

2.  적용 범위

 2.1  본 분석 절차는 빛을 투과시키지 않는 재료의 둘레와 직경 및 원형도(구형도)

를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3.  기기 및 시약

 3.1  만능광학현미경 : NIKON, LB5100

 3.2  PC : NIS-Elements 소프트웨어 설치

 3.3  투명 dish : 빛이 통과해야 하기에 스크래치와 먼지가 없는 것으로 선별

 3.4  sieve 또는 철망과 Air 브러쉬 : 그래뉼에 붙은 미세입자 제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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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과정

 4.1  시료 준비

원형도를 측정할 시료를 선별하여 Air 브러쉬로 시료에 붙은 미세입자를 제

거한다.

 4.2  실험 준비

   4.2.1  현미경에 투명 dish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시료를 올려놓는다.

   4.2.2  장비의 배율을 사용할 배율을 설정한다. (주로 최저배율인 50배사용)

   4.2.3  컴퓨터, 현미경 그리고 중간 커넥터의 전원을 켠다. 

   4.2.4  NIS-Elements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다.

   4.2.5   버튼을 눌러 라이브 모드로 변환 후 초점을 맞춘다. (그림 1)

   4.2.6  프로그램의 배율 선택란에서 사용할 배율을 선택한다.

 4.3  시료 검사

   4.3.1  현미경의 빛을 투과모드로 바꾼다. (그림 2)

   4.3.2  프로그램 좌측 하단의 Threshold 메뉴의  버튼을 이용

하여 검은색의 시료 부분을 모두 선택하여 준다. [6.1 구형도 설정방법 

참고]

   4.3.3   버튼을 눌러 측정된 data를 excel data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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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반적인 현미경 관찰 사진

   

그림2. 빛을 투과시키는 방식으로 관찰한 현미경사진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4.3.3]의  버튼을 누르면 Excel data에는 NIS-Elements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관찰한 시료의 직경과 둘레에 대한 측정값이 기록된다. 측

정값을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원형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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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도 ×



여기서, E : 시료의 Equivalent diameter

P : Perimeter

6.  참고

 6.1  구형도 설정방법

   6.1.1  그림3에 보이는 것처럼   버튼을 이용하여 검은색으로 보이

는 시료 부분을 선택한다.

선택 선택 후

그림3. 구형도 범위 설정 예

  

 6.1.2  그림 4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을 확대하여 살펴보며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버튼으로 한 칸씩 선택한다.

그림4. 구형도 범위 설정 예

6.1.3  선택을 마쳤을 때 만일 그림 5의 붉은 원에서 보이는 것처럼 측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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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료가 아닌 다른 시료가 측정되어 ②번에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①의 

스케일바를 조절하면 그림 6처럼 원하는 시료만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림5. 구형도 범위 설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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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구형도 범위 설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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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환원 원료입자 특성 분석 절차서
문서번호: FMC-04

제정일자: 2011.01.31.

개정일자: 

개정번호:     0

쪽 번 호:     8파쇄강도(압축력)

1.  개  요

 1.1  회전형 Voloxidizer 장비를 이용하여 만든 시료의 압축력 특성을 알기 위하여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1.2  육안으로 선별한 시료를 만능재료시험기로 압축하여 그 때 가해지는 힘의 크기

를 측정하여 시료가 파괴될 때의 값을 구하 다.

2.  적용 범위

 2.1  본 시험방법은 그래뉼과 같이 구의 형태를 갖는 시료의 압축력을 결정하는 시

험 방법이다.

3.  기기 및 시약

 3.1  만능재료시험기 : Lloyd UTM, 500N Load Cell

 3.2  PC : 문 windows와 Nexygen 4.5 MT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

 3.3  수평계 : 장비의 수평을 확인

4. 분석 과정

 4.1  시료 모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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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Voloxidizer로 제작한 시료의 경우 내부에 크랙이 있으면 정확한 수

치를 측정할 수 없기에 육안으로 살펴본 후 선별하여 준비한다.

 4.2  실험 준비

   4.2.1  장비의 전원을 켜고 10초간 기다린다. LCD에서 TEST와 EDIT가 표

시되면 TEST글자 바로 아래의 기능키를 눌러 TEST메뉴를 표시해둔

다. (실시간 하중, 변위 표시)

   4.2.2  PC의 전원을 켜고 윈도우 부팅을 완료한다. ( 문 윈도우 부팅)

   4.2.3  PC 모니터 바탕화면의 PC Consol을 더블클릭 한다. 콘솔이 실행되면 

장비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콘솔메뉴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한다. (통신

이 안 될 경우 PC통신설정 확인)

   4.2.4  콘솔메뉴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한 뒤 옵션에서 Loadcell 세팅이 장

비와 같은지 확인한다.

   4.2.5  장비로 이동하여 지그가 수평상태로 단단히 고정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3  시료 검사

   4.3.1  Nexygen 4.5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다.

   4.3.2  샘플을 아래 지그에 올려놓고 장비 콘솔에서 크로스헤드 이동 버튼을 이용

하여 윗지그의 위치를 시료 바로 위까지 움직인다.

   4.3.3  지그에 샘플 물림이 끝나면 장비 콘솔에서 0을 눌러 점 보정한다.

   4.3.4  PC에서 [General Purpose Compression With Yields Test 

Setup] 테스트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Nexygen 배치를 실행한다.

   4.3.5  프로그램 상단의 도구 아이콘에서 를 선택하거나 상단 파일메뉴에서 

EDIT 하위의 Insert New Test를 클릭한다.

   4.3.6  테스트 조건 설정 클립이 나타나면 더블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입력한다. 

[7.1 Test 설정법 참고]

   4.3.7  프로그램 상단의 도구 아이콘에서 ▷아이콘을 누른다.

   4.3.8  최종 확인창이 표시되면 테스트에 대한 메모사항을 입력하고 OK버튼을 

누른다.

   4.3.9  테스트가 시작되면 테스트 조건에 따른 일련의 테스트가 자동 진행된다.

   4.3.10 장비가 멈추고 테스트가 완료되면 PC의 결과 그래프를 확인하고 결과 테

이블에서 결과 값을 확인한다.

   4.3.11 결과 테이블창의 파일메뉴에서 저장(SAVE)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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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2 장비에서 샘플을 제거하고 지그의 윗면과 아랫면을 닦아준다.

   4.3.13 다음 실험이 있을 경우 크로스헤드 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샘플을 지그에 

체결하고 작업 순서에 따라 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그림1. Nexygen data           그림2. Nexygen 압축력 측정 그래프 

 

5.1  결과는 그림 1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Nexygen 프로그램에서 그래프와 함께 

자동으로 값을 측정하여 준다.

 5.2  결과 값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림 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프를 분석하여 

직접 결과 값을 찾아 준다.

그림3. Nexygen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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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방법의 오차 범위

 6.1  그림4에 Lode Cell 정보를 나타내었다. 사용된 500N Load Cell은 

0.01N의 정밀도를 갖는다.

그림4. Load Cell 정보

 6.2  그림5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료의 압축력이 너무 낮을 경우 파괴가 아닌 스

폰지 현상이 발생하여 결과값을 측정할 수 없다.

그림5. 스폰지 현상 Nexygen 그래프

7.  참고

 7.1  Test 조건 설정 방법

   7.1.1  테스트 클립이 표시되면 클립을 더블클릭하여 설정 창을 아래와 같이 활

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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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oad: 테스트 시작 후 입력한 하중이 측정될 때 실제 테스트를 시작

함.

Speed: 테스트 진행시의 크로스헤드 속도.

Height: 압축 시험하는 샘플의 높이 입력.

Area: 압축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샘플의 단면적.

Stop At: 압축 테스트 종료 지점 설정.

Rupture: 파단이 일어나는 샘플인 경우 파단점 계산을 위한 측정 조건 

설정.

Sample Information: 테스트 관련 주석문 첨부.

   7.1.2  Preload 세부 설정. (현재 0.4N 사용)

라디오 버튼으로 두 가지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다.

① Preload 사용 안함.

② Preload를 사용하고 사용할 하중을 입력.

   7.1.3  테스트 속도를 입력한다. 필요시 속도의 단위를 바꾼다. 

(현재 1 mm/min 사용)

   7.1.4  Height와 단면적은 입력하지 않는다.

   7.1.5  Stop At. 설정. (현재 ② 크로스헤드 1 mm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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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oad of: 입력한 하중이 측정되면 테스트 종료.

② Deflection of: 크로스헤드 변형량이 입력한 값이 되면 테스트 종료.

③ Strain of: 입력한 연신율이 측정되면 테스트 종료.

④ Stress of: 입력한 스트레스에서 테스트 종료.

   7.1.6  Rupture 설정 (현재 ② 30% 사용)

① Load drops quickly: 하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점을 파단점으로 계

산. 기본값.

② A rupture has occurred if the load drops to a percentage 

of maximum load 최대 압축 하중 대비 하중 감소량이 지정된 % 이하

일 경우 파단으로 간주 후 테스트 종료

예) 최대 압축 하중 100N에서 80%를 지정하면 80N이하일 경우 파단 

간주로 테스트종료

③ The Rupture Detector becomes active at: 테스트 시작시 초반

에 하중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프로그램에서 파단점이라고 간주하

고 테스트를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샘플의 경우 파단점 인식 지

점을 하중이 안정된 지점부터 측정할 수 있도록 안정된 하중이 보여지는 

지점으로 입력한다.

   7.1.7  Sample Information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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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 조건별 장치 성능평가

가.회 틸 부 성능 검

(1)회 부

회 부는 구동 기어 모터,체인 Sprocket,롤러,회 부에서 고정부로

환되는 부분은 특수형 로터리 조인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4.3.1).제어반의

RPM 미터를 최 10rpm까지 조 하면서 정 역방향으로 기어모터를 가동하여 기

어 모터의 회 상태,체인 Sprocket의 원활한 회 ,롤러의 원활한 구동,로터리

조인트의 구동에 의한 소음 등을 확인하 다.이상의 검결과 모든 부분이 양호하게

구동되었다. 한 회 속도계를 이용하여 회 속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제어반의

설정치 로 잘 구동되었다.

(2)틸 부

틸 부는 기어모터와 Screw Jack,Hinge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4.3.1).

기어모터를 정 역방향으로 회 시키면서 기어모터의 회 상태,Screw Jack의 원

활한 상하 구동,Hinge의 원활한 작동을 검한 결과,모두 양호하게 작동되었다.

Chain & Sprocket

Roller

Roller Rotary Joint

Rotary
Joint

회 용
어모

틸 용
어모

Hinge

Screw
Jack

그림 3.4.3.1 회 부 틸 부

나.장치 성능 시험

(1)가열 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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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회 시험은 1000℃에서 1시간동안 회 속도를 2.5rpm으로 하여 성

능 검을 수행하 다.Ar가스의 유량은 10L/min으로 하 으며 가스를 열하지 않

았다.1000℃,2.5rpm 조건에서 1시간 운 하는 동안 회 부의 항 없이 원활하게

운 되었으며 가열기와 Voloxidizer내부와의 온도차는 약 9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그

림 3.4.3.2).컴퓨터에 의한 가동 운 자료 획득을 한 소 트웨어도 이상 없이 작

동되었으며 운 자료를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그림 3.4.3.3,4).

그림 3.4.3.2 운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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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가동 운 자료 정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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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4시간별 획득 운 자료

(2)틸딩시스템 시험

UO2 는 SIMFUEL 소결체를 장입 그래뉼 배출을 한 틸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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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하 다(그림 3.4.3.5). 가스 공 용 랜지는 랜지 하부의 일과 공압실린더에

의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여 잘 분리되었다.소결체 장입 그래뉼 배출 한 틸

각은 설계치(-30°,+15°) 로 작동되었으며 근 스 치도 잘 작동되었다.

그래뉼 출 소결체 장입

그림 3.4.3.5 틸 시스템 검

다.장치개선

(1)베어링 추가

개선 에는 베어링이 하나만 있어 voloxidizer의 열팽창 는 팽창 후 수축

등의 변화에 따라 베어링이 하우징 밖으로 려 나갈 수 있는 구조이다(그림 3.4.3.6).

한 베어링이 한 쪽만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편하 이 작용하여 베어링의 정상 인

회 을 방해한다.이러한 을 수정하기 해 우선 베어링을 양쪽에 설치하여 하 이

분산되도록 하 다.그림 (a)의 ②번 구조는 베어링의 내/외륜을 동시에 잡고 있는 구

조이므로 회 시 마찰이 발생한다.따라서 그림 (b)의 ⑤번처럼 내측과 외측을 따로

고정하 다.그림 (a)의 ③번 틈새는 voloxidizer열팽창을 할 경우 틈새가 없어져서 마

찰이 발생할 수 있다.그림 (b)의 ⑥번처럼 열팽창이 발생하여도 항상 같은 간격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링을 추가하 다.그림 (b)의 ⑦번(스냅링)을 추가함으로써 하우징과

일체형이 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따라서 열팽창 시 베어링,베어링 하우징,오일씰

등이 하나의 몸체처럼 움직이므로 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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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선 (b)개선 후

그림 3.4.3.6 로터리 조인트 개선부

(2)오링에서 오일씰로 변경

오링의 경우 일반 회 시 기능이 있으나,voloxidizer의 경우처럼 편심

회 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편심 회 시에 틈새가 발생하여 출이 있을 수

있다.이를 보완하기 해 기능과 편심 회 을 감당할 수 있는 오일씰로 변경하

다.

(3)탄성고무 추가

Voloxidizer베어링 지지 와 랜지가 회 시 심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

으므로 이를 일반 볼트로 체결을 할 경우 편심으로 인하여 회 시 발생하는 변화를

흡수하지 못한다(그림 (a)의 ①번).편심회 이 발생하여도 베어링 지지 에는 향이

가지 않도록 탄성고무를 사용하 다(그림(b)의 ④번,그림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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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7 탄성고무 교체부

라.장치크기 증 에 따른 운 향인자 분석

Henein등[3.4.3.1]은 회분식의 Rotarykiln을 이용하여 Slumping운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 향인자를 평가하 다(그림 3.4.3.8,표 3.4.3.1).Rotary

kiln의 실린더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각(γ0)이 다소 감소하며,slumping횟수도

감소하게 된다.따라서 그래뉼을 형성 성장과 련된 유동성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4.3.8Slumping층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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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1Slumping운동 주요특성 향인자

주요 특성 향 인자 효과

입자층 최

경사각(αu)

회 속도 () 선형 으로 증가(약간)

단각(γ0)

회 속도 () 없음

입자층 깊이 () 없음

실린더 직경 () 직경이 클수록 다소 감소

입자크기 () 입자가 클수록 높음

입자형태 구형이 불규칙한 입자 보다 낮음

Slumping횟수

회 속도 () 매우 큼

입자층 깊이 () 없음

실린더 직경 () 직경이 클수록 작아짐

입자크기 () 입자크기 증가할수록 감소

입자형태 구형도가 높을 수록 증가

Slumping 유동에서 rolling 유동으로 환은 직경이 큰 실린더에서 낮은

회 속도 낮은 Froude수에서 일어난다.실린더내의 입자층 유동 형상은 입자층

깊이에 의존한다.따라서 voloxidizer장치 규모가 증 될 경우에는 voloxidizer의

회 속도를 증가시켜 slumping운동을 최 로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입도분 기,원료물질 이송용기,우라늄 분진제거기 등 설계

가.입도분 기 설계

진동모터의 비균형 추(unbalanceweight)에 의한 망의 떨림을 이용한 회 이송

선별원리를 이용하는 twist스크린 방식을 선정하 다.Twist스크린은 고효율의 3차

원 진동에 의하여 각 단(deck)mesh의 체 크기보다 작은 원료는 mesh아래로 떨어

지고 체 크기보다 큰 원료는 trough외곽으로 원주운동을 하면서 배출구로 빠져나

갈 수 있는 구조이며,제품 배출구를 360̊ 회 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

며,스크린의 다단설치가 가능하여 원료의 특성에 따라 보다 효과 인 선별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균형 추 에 상부추를 돌리면 선별 표면에 수평 진동이 생성되어 입자들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하부추를 돌리면 선별 표면에 수직 진동이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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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입자는 외곽으로 움직이게 된다(표 3.4.4.1).이러한 진동이 합성되어 선별 표면에

특별한 3차원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선별 과정 입자에 한 운동을 주기 하

여 상부 추에 한 하부 추의 상을 변화시켜 진동의 특성을 변경시킨다.

표 3.4.4.1 상각 조 에 의한 흐름특성

상각 흐름형태 흐름특성

0

선별 표면에서 원료는 직선으로

외곽으로 바로 빠져 나간다.선별 시

간이 매우 짧다.

30

선별 표면에서 원료는 나선형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망에서 체류 하

는 시간이 비교 길어진다.

60

선별 표면에서 원료는 나선 방향

으로 촘촘히 이동 한다. 원료가 망

에서 체류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

진다.

90
선별 표면에서 원료는 심으로

이동 하며,특수 목 에 쓰인다.

PRIDE용 원료물질 제조 장치에서 얻어지는 입자들을 1mm이상(그래뉼) 는

해환원공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크기의 입자를 선별하기 한 장치이다.일정 크기가

이상은 배제하고 한 일정크기 이하를 배제하기 해서 2단 3종류 분 형으로 하

다. 해환원공정으로 이송도 에 충격 해환원공정에서 취 동안에 충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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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분리될 수 있는 느슨하게 결합된 입자만 분리될 수 있도록 진동수를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분 기(스크린)의 소요단면 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계산하 다.

-계산 기 :체 크기를 1mm 기

-가정 :회분식이지만 그래뉼 투입량을 57kg을 15분 동안 처리하는 것(Q)

으로 가정

-Q=UO2입자 투입량 (t/h):3.42

-q=체 1mm에서 UO2입자의 단 면 당 무게흐름 (t/m
2
/h):16.8

-d=벌크 도(t/m
3
):4.39

-KO =1mm 체 보다 큰 입자의 무게 백분율에 한 보정인자 :0.46

-KH =1mm 체 의 1/2인 입자의 무게 백분율에 한 보정인자 :0.5

-KD =1mm 체 deck는 2번째 단에 치에 한 보정인자 :0.90

-KOA =사용되는 표면의 기공률/성능에 나타낸 기공률 (=63%/37%):1.7

-KS=체 의 형태(사각)에 한 보정인자 :1.0

-KE=효율 95%에 한 보정인자 :1.0

스크린의 단면 은 아래와 같은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



상기의 결과에 의하면 스크린의 최소필요면 은 0.131m2으로 스크린의 최소

직경은 410mm가 된다.따라서 본 장치에서는 기공률을 높이기 해서 스크린의 직

경은 600mm로 하 다.

나.원료물질 이송용기 설계

원료물질은공기분 기(AirCell)에 제조되며 이들의 해환원공정에 이송 까

지 산화를 방지하고 한 Ar셀의 오염을 방지하기 해 원료물질 이송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후에 고순도 Ar으로 퍼징을 반복하여 용기내부를 Ar분 기로 유지하기

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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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송동안에 충격에 의해 생긴 미세 입자를 여과하기 해서 이송용기

내에 45㎛(#325)mesh를 설치한다.원료물질 이송용기는 AirCell에서 ArCell로

운반되기 때문에 ArCell의 Crane MSM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Ar셀에서 원료를 수 하는 해환원 공정의 지/회 장치의 사양을 만족해

야 한다(그림 3.4.4.1).

아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원료물질 이송용기의 크기는 20L 다.

• 1회 제조 무게 그래뉼 도 :56.72kgUO2,4.0kg/L

• 원료입자부피(충 도):3kg/L

*충 율:0.74(입자가 구형이고 크기가 일정,사면체충 을 하는 경우에 입자 충

율은 74%)

• 이송용기 부피 :20L

그림 3.4.4.1원료물질 이송용기 설계도면

다.우라늄 분진제거기 설계

(1)열처리 단계에 따른 가스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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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산화공정은 3단계의 열처리 과정을 거친다.회분당 50kgU을 기 으

로 그래뉼을 제조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스량과 시간은 표 3.4.4.2와 같이 상된다.배

기체 에 Inconel601의 산화부식을 방지하기 해 O2농도를 낮추기 해서는 아르

곤 유량이 매우 높게 해야 하며, 한 배기체 에 수분의 응축을 방지하기 해서는

4%H2-Ar의 유량이 높게 해야 한다.

Air Ar HAr

UO → UO → UOx → UO

x

표 3.4.4.2 50kgU처리 시 반응시간 가스유량

가스
반응시간

(hrs)

가스유량

(L/min)
배기체

공기 5 50(이론양의 2배)

아르곤 10
143 1%O2
71 2%O2

4%H2-Ar 10
117(이론양의 2배) 이슬 :16℃
88(이론양의 1.5배) 이슬 :21℃

71(이론양의 1.2배) 이슬 :25℃

(2)U3O8분말의 입자크기

우라늄 분진을 제거하기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터 입경을 설정하기 해

서 표 3.4.4.3에 나타낸 SIMFUEL펠렛을 공기분 기하에서 500℃,5시간동안 산화처

리를 하여 생성된 U3O8분말의 입자크기를 측정하 다.입자크기는 laserparticlesize

analyzer(Malvern)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그림 3.4.4.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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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3U3O8분말제조 사용된 SIMFUEL특성

SIMFUEL연소도

(MWd/tU)

도

(% 이론 도)

결정립크기

(㎛)
UO2 97.1 8

35,000 96.0 7

60,000 95.9 4

평균입자크기는 UO2,35,000SIMFUEL,60,000SIMFUEL순으로 13.96,9.11,

6.82㎛이며,최소 입자크기는 2.03,1.68,1.27㎛이며,1.85,1.53,1.16㎛ 다.따라서 필

터 입경은 이 보다 낮은 약 2배가 작은 0.5㎛로 선정하 다.

1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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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2U3O8분말제조 사용된 SIMFUEL특성

(3)필터선정

필터는 배기체 의 동반될 수 있는 미세 입자를 처리하기 해 운 교체

가 용이며 다음과 같은 특성이 요구된다.

-고강도 내구성이 있는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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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한 여과 표면 특성을 갖는 필터

-온도 내구성이 있는 필터

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해서 SUS316재질의 5층 wiremesh를 선정하

으며 wiremesh설계사양은 다음과 같다.

-Sinteredwiremeshfilter단면 :806㎠

-단면 당 최 유량 :0.2L/min/㎠ (아르곤가스 유량 :143L/min)

-압력강하 :0.2kPa(그림 3.4.4.3)

그림 3.4.4.3Sinteredwiremesh필터의 기공 유량에 따른 압력강하(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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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휘발성 산화 장치(휘발성산화장치,입도분 기,Ar충 기)설치

가.장치배치

PRIDE내 voloxidation공정장치는 주 공정장치인 voloxidizer,부 장치인 입도

분 기,원료물질 이송용기(Ar충 기) 분진제거기,기타 실험장치 분석기를

PRIDE시설 구축이 완료되는 시 에 설치할 정이다(그림 3.4.5.1)

원료 질
이송용

Voloxidizer

그림 3.4.5.1Voloxidation공정장치 배치도

나.유틸리티 공

원공 은 voloxidizer운 용 220V,3상,100A 2개,voloxidizer유압틸 기용

30A 1개,입도분 기,Ar충 용기 기타 실험장치 분석기용 30A factoryline,

spare2개로 구성하여 설치하 다(그림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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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2Voloxidation공정장치 배 반

공 가스로는 공기,아르곤,4%H2-Ar이 공 되며 배 직경은 각각 1/4“,1/4”,

3/8“이다.각 공 가스의 수분을 제거하기 해 수분제거 필터를 설치하 다.각 공

가스의 산소 수분농도를 측정하기 해 분석기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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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DFDF핫셀용 원료입자제조 배기체처리장치 설계

1.개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원료물질 제조기술을 실증하기 해서 1kgHM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의 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를 설계하 다.회 형 휘발성 산화장치에

는 산화탈피복 기능 U3O8상 형태의 분말 는 UO2상 형태의 fragment의 고온에

서 열처리를 하여 핵종 휘발과 원료물질을 제조한다.설계기 으로 가장 요한 휘발

성 산화장치의 재질은 고융 ,크리이 내구성,고온 내부식성 에 조사하여 선정

하 다.장치크기는 DFDF핫셀의 공간, MSM 크 인의 작업 역을 고려하여 설

계하 다.

2.DFDF핫셀용 원료입자 제조장치 설계

가.설계기 설정

(1)설계기

-처리용량 :1kgHM

-회 방식 :1∼10rpm

-운 온도 :∼1300℃

(2)재질선정

휘발성 산화장치의 재질은 고융 ,크리이 내구성,고온 내부식성을 가져

야 한다. 와 같은 특성의 합 재질을 조사하 으며 그 특성을 표 3.5.2.1-3과 그림

3.5.2.1-2에 나타내었다.융 에서는 Ni-Cr합 보다 FeCrAl계 합 인 MA956

Kanthal재질이 각각 1480℃ 1500℃로 가장 높았다.그러나 MA956은 생산이 단

된 상태로 이하의 비교에서는 제외되었다.크리이 강도를 10,000시간동안 측정한 결

과에 의하면 KanthalAPMT가 APM보다 우수하 다.

상용규모의 사용을 한 최 허용 추천온도 측면에서도 한 Kanthal재질이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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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1합 융

합 도 (g/㎤) 융 (℃)

Inconel600 8.41 1355-1415

Inconel601 8.05 1360-1411

Haynes214 8.05 1355-1400

MA956 7.2 1480

KanthalAPM 7.10 1500

KanthalAPMT 7.25 1500

표 3.5.2.2합 의 화학 조성

합
화학조성

Cr Ni Mo Al Fe Mg Si Mn Cu Zr Y B C S

Inconel600 14.0-

17.0

72.0min.

(plusCo)
- -

6.00-

10.00

1.00

max.

0.50

max.
-

0.50

max.
- - -

0.15

max.

0.015

max.

Inconel601 21.0-

25.0

58.0-

63.0
-

1.0-

1.7

Remaind

er
1.0max.

0.50

max.
-

1.0

max.
- - -

0.10

max.

0.015

max.

Haynes214 16 75 - 4.5 3
0.2

max.

0.5

max.

0.1

max.
0.01

0.01

max.
0.05

Kanthal

APM

20.5-

23.5
- - 5.8 Balance

0.7

max.

0.4

max.
- - -

0.08

max.

KanthalAPMT

21

(20.5-

23.5)

- 3.0 5.0 Balance
0.7

max.

0.4

max.
- - -

0.08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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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합 의 크리이 강도

그림 3.5.2.2열처리 분 기에 따른 합 의 추천 최 허용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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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3열처리 분 기에 따른 Inconel과 APM의 추천 최 허용온도 비교

분 기 Inconel601 APM
Air ∼1100℃ ∼1250℃
Argon ∼1100℃ ∼1250℃
H2 ∼1100℃ ∼1250℃

Vacuum ∼1000℃ ∼1250℃

페라이트계의(ferritic)철-크롬-알루미늄(iron-chromium-aluminum,Fe−Cr

−Al)합 은 많은 용분야에서 작동온도(operatingtemperature)에 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 상업화되어 있다.이 합 은 일반 으로 15～ 25% Cr

과 약 5% Al을 함유하고 있는데,간혹 니 (nickel,Ni)을 함유한 물질도 사용된다.알

루미늄(aluminum,Al)은 이러한 합 의 고온 내구성(durability)메커니즘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스테인리스강(stainlesssteel)의 표면을 보호하는 산화크롬층(chromium

oxidelayer,CrO2)은 약 900℃ 이상에서는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표면보호 능력이

상실된다.한편,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Al2O3)은 약간 높은 온도에서도 이러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알루미나(AL2O3)층은 KanthalAPM APMT 합 내 알루미늄의 선택

산화에 의해 생성된다.보호 산화물이 효과 인 기능을 해서 아래와 같이 충족시켜

야 할 기 이 있다.

기

열역학 안정성 산화층은 주변 분 기와 환원이나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함.

응집성 산화물은 순환열처리(thermalcycling)동안 쇄되지 말아야함
성장속도 산화층의 성장속도가 느려야지 재료 장수명을 보장할 수 있음

새로운 산화물은 우리 형태로 발달되며 Al이 에 있는 입계를 따라서 이

동되므로 시간에 따라서 성장한다(그림 3.5.2.3).동시에 산화층은 내부로 확산되는 공

기에 의해 계속하여 성장한다.산화물과 속의 입계는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3.5.2.1].

(a)산화 후 형 인 산화층 구조

(b)기계 연마에 의해 제거된 외부 산화층

(c)산화물 우리가 뒤 이은 산화 동안 연마 표면 에서 성장

(d)taper연마 후에 잔류층의 두께에 따라서 재산화시에 크기가 다른 산화물

우리가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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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3알루미나 보호층 형성

알루미나 층은 Cs Mo와의 화합물을 이루기 쉽기 때문에 알루미나 층을

지르코니아 층으로 도포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반응기 용량 계산

Voloxidizer재질로 KanthalAPM APMT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생

산되는 제품을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생산 최 치수는 다음과 같다.

치수(mm) APM APMT

외경 260 198

내경 238 180
두께 11 9

삭 후 내경 244(3mm 삭) 182(1mm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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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MT의 경우 내경이 작아서 반응기 길이가 커져야 한다.따라서 APM이

하 다.사용후핵연료 U3O8분말의 벌크 도는 2.5kg/L를 기 으로 분말 충진 높이

를 h/R=0.148로(직경 200mm voloxidizer :300∼400gU3O8 처리 용량)할 경우에

반응기 길이는 300mm 다.직경 200mm voloxidizer에서 400gU3O8 처리하 을

경우에 그래뉼 회수율, 도 강도 특성이 하되었으나,설계하고 있는 반응기는

온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h/R=0.148에서도 회 속도를 증가시켜도 그래뉼 특성이

향상될 것으로 상된다.

나.설계

DFDF핫셀용 voloxidizer는 반응기,산화탈피복기,가열기,voloxidizer의 회 을

한 드라이빙 시스템 회 을 유지시키는 롤러,주입 배출을 한 틸 시스템,

회 체에 반응가스 주입을 한 로터리 조인터 회 체인 voloxidizer와 비회 체인

배기체 처리장치를 연결을 한 특수형 로터리 조인트,배기체를 배출하는 배기 으로

구성하 다(그림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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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 DFDF핫셀용 원료물질 제조장치

틸 시스템은 공압실린더에 의해서 작동되며 주입을 한 틸 각도는 10도,배

출을 한 각도는 35도 하 다(그림 3.5.2.5).

(a)공압실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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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입

(c)배출

그림 3.5.2.5DFDF핫셀용 원료물질 제조장치의 틸 시스템

그림 3.5.2.6은 원료물질 제조장치와 배기체 처리장치를 연결한 도면으로 주입

배출을 한 틸 시에 비회 체 부분이 배기체 처리장치와 함께 배출되는 시스템

으로 되어 있다.이 부분에 한 개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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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6DFDF핫셀용 원료물질 제조 배기체 처리장치

3.DFDF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가.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흐름도

DFDF핫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원료입자를 제조하는 발생하는 핵

분열가스를 제거하기 해 1kg-HM/batch기 3batch처리용량의 배기체 처리장치

를 설계하 다.배기체 처리장치를 이용한 핫셀 시험의 주요목 은 포집필터를 이용하

여 연소도 공정 변수별 발생하는 핵분열가스의 포집성능을 확인하고 배기체 처리

장치의 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기 해서 먼 원료

입자 제조 공정 발생되는 휘발성 핵종의 처리 차에 한 배기체 처리장치 흐름

도를 그림 3.53.1에 제시하 다.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석탄회 세라믹필터가 충 된

포집층에서 원료입자 제조공정 방출되는 배기가스들 방사선 붕괴열이 높은 Cs

과 Rb,Cd핵종들을 열 수화학 으로 안정한 형태로 포집한다.그런 다음 Tc,

Mo,Te,Se핵종들은 Ca-basedfilter가 충 된 포집층에서 포집한다.마지막으로 요

오드 롬은 첨착 제올라이트가 충 된 포집층을 통과시켜 포집한다.

나.원료입자 제조공정 FPs휘발량

재 Pyroprocessing 공정의 기 핵연료인 PWR( 기농도:4.5wt.%,연소도:

55,000MWd/tU,냉각기간:10년)을 선정하여 본 배기체 처리장치의 설계기 으로 삼

았다.배기체 처리장치의 처리규모는 1kg/batch기 3batch처리용량이었다.휘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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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1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흐름도

산화공정의 공정조건은 표 3.5.3.1에 제시된 것처럼 처리온도는 최 ～1200℃,분

기 가스는 Air,Ar,4%-H2/Ar이었다. 한 원료입자 제조공정 발생이 상되는

핵분열가스의 휘발율을 표 3.5.3.2에 나타내었다.

배기체처리장치에서 포집 할 포집 상 휘 핵종은 Cs,Rb,Cd,Tc,Ru,Rh,Te,

Se,Mo,C,I,Br을 선택하 다.표 3.5.3.3에 사용후핵연료 이력을 기 으로

ORIGEN-ARP(AutomaticRapidProcessing)code를 이용하여 고도 휘발성 산화 공

정 발생되는 휘발성 휘발성 핵종의 총량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한 핵분열

가스 포집량은 핵분열가스 휘발량이 량 포집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 다.

다.단 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 원칙

(1)KAERIpyroprocessing공정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의 배기체 처리 포

집 상 핵종은 Cs,Rb,Cd,Tc,Ru,Rh,Te,Se,Mo,C-14,I,Br12종

으로 한다.

(2) 용될 배기체 포집기술은 화학 흡착방식이며,Cs,Rb,Cd핵종은 fly

ashfilter,Tc,Ru,Rh,Te,Se,Mo,C-14핵종은 Ca필터,그리고 I

Br의 포집은 AgX를 이용하여 포집한다.각 포집매질의 온도는 9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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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0℃가 되도록 설계한다.

(3)사용후핵연료(Burn-up:55,000Mwd/tU)3kg(1kg/batch,10batch)를 기

으로 휘발된 포집 상 핵종이 량(100%)이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제거

되는 것으로 설계한다.

(4)포집장치에 연결되는 모든 배기가스 이송배 은 각각의 휘발 핵종들이 배

내부에 응축 침 되지 않도록 끓는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설

계한다.

(5)포집반응기 포집통의 재질은 각 필터의 포집온도 이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재질을 선정한다.

(6)원료입자제조장치 각 포집장치 반응기 내부 온도 측정 이들 장치사

이를 연결하는 이송배 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TIC TI를 설치한다.

(7)포집통(filter,filtercontainer,교체 인양 고리)은 원격으로 탈부착이 용이

하도록 설계한다.

(8)각 필터 unit는 축방향 포집농도 분포를 알기 하여,단 길이별로 독립

인 화학분석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Process  Carriergas  Reactiontemp.℃ Flow rate,L/min

Hightemp.

oxidation

Air,Ar,

4%-H2/Ar
≈ 1,200 3.5

표 3.5.3.1원료입자 제조공정의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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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원료입자 제조공정의

휘발율,%
비고

Cs 99 고방사성,고방열

Rb 99

Cd 99

Tc 95 장수명 핵종

Ru 40 Noblemetal

Rh 10 Noblemetal

Te 50

Se 50

Mo 50 Noblemetal

C-14 100 장수명 핵종

I 100 장수명 핵종

H-3 100

Kr 100

Xe 100

표 3.5.3.2원료입자 제조공정 핵종 휘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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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기량 휘발률,% 휘발량 포집량 질량분율,%

Cs 4.07E+00 99 4.03E+00 4.03E+00 19.6

Rb 5.60E-01 99 5.54E-01 5.54E-01 2.7

Cd 2.18E-01 99 2.16E-01 2.16E-01 1.1

Tc 1.23E+00 95 1.17E+00 1.17E+00 5.7

Ru 3.76E+00 40 1.50E+00 1.50E+00 7.3

Rh 6.88E-01 10 6.88E-02 6.88E-02 0.3

Te 7.72E-01 50 3.86E-01 3.86E-01 1.9

Se 8.86E-02 50 4.43E-02 4.43E-02 0.2

Mo 5.50E+00 50 2.75E+00 2.75E+00 13.4

C-14 1.07E-01 100 1.07E-01 1.07E-01 0.5

I 3.66E-01 100 3.66E-01 3.66E-01 1.8

Br 3.22E-02 100 3.22E-02 3.22E-02 0.2

H-3 8.26E-05 100 8.26E-05 8.26E-05 0.0

Kr 5.73E-01 100 5.73E-01 5.73E-01 2.8

Xe 8.77E+00 100 8.77E+00 8.77E+00 42.6

Total 2.67E+01 　 2.06E+01 2.06E+01 100.0

표 3.5.3.3원료입자 제조공정 FPs휘발량

라.포집매질의 특성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에는 각 핵종을 제거할 포집매질로서 fly ash filter,

calcium filter silverimpregnatedzeolite(AgX)를 사용할 정이다.각 포집매질의

포집특성은 표 3.3.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마.배기가스 이송 배 유지온도

휘발성 산화 장치에서 휘발되는 휘발성 핵종들은 각 포집장치에 도달하기 에

끓는 이하로 냉각될 경우 배 내부에 응축되거나 축 되어 기체의 흐름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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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따라서 각 단 포집공정별 제거 상 핵종의 끓는 이상으로 배 의 온

도를 설계해야만 한다.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단 포집공정별 기체이송 배 유지

온도는 표 3.3.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바.핫셀용 배기체 처리 장치 단 공정별 설계 요약

배기체 단 공정 포집장치 제작에 반 한 단 공정 포집장치에서 제거할 포집

상 핵종,각 반응기의 설계온도 운 온도,표 33.1.5의 각 포집장치에 사용될 포집

매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포집징치별 포집매질의 직경,높이,공탑 가스속도,체류시

간 등을 산정하여 정리한 배기체 처리장치설계 시방 요약을 표 3.5.2.4에 나타내었다.

  Trapping

unit
 Designtemp.,℃  Operatingtemp.,℃ Designspec.

Cs(Rb,Cd)

trappingunit
~1,000 900

• D=50mm

• BH=90mm

• SV=0.12m/sec

• CT=0.75sec

Tc(,Ru,Rh,

Te,Se,Mo,

C-14)

trappingunit

~1,000 600

• D=50mm

• BH=135mm

• SV=0.09m/sec

• CT=1.50sec

I(Br)

trappingunit
~500 250

• D=25mm

• BH=75mm

• SV=0.21m/sec

• CT=0.36sec

표 3.5.3.4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시방 요약

*Basis:3kg-SF
*D:diameter,
*BH:bedheight
*SV:superficialgasvelocity
*CT:contac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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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2DFDF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조립도

사.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도면

그림 3.5.3.2부터 그림 3.5.3.9까지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을 한 설계도면을 제시하

다.

꿇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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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DFDF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반응기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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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4DFDF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lay-out

그림 3.5.3.5DFDF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정면도

μY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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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6DFDF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우측면도

그림 3.5.3.7DFDF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반응기 내부도-1

i+Y 

삼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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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8DFDF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반응기 내부도-2

그림 3.5.3.9DFDF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반응기 내부도-3

LI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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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분야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세부연구 목표,주요 연구개발 실 ,달성도 등을 표 4.1.1에 나타내었

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연구 목표는 해환원용 원료물질 제조 기술개발, 처

리공정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일 공정 시험시설용 휘발성 산화장치 성능평가 등 3가지이

다. 항목에 걸쳐 당 정한 목표를 달성하 다.여기에 추가로 한미공동연구의 원

활한 수행을 하여 DFDF 핫셀에 ACPF 해환원공정에 원료물질 공 을 해

1kg-SF/batch규모 원료물질제조 장치와 배기체처리장치의 설계를 추가하 다.이 장

치는 2012년도에 제작하여 IAEA로부터 시설부록과 미국으로부터 JD를 얻어 DFDF

핫셀에 설치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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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
표

달성도
3)

(%)

비고

○ 해환
원용 원
료 물질
제조 기
술개발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 조건별
실험
-200gU3O8분말이용 UO2+y다공성입자 제조조건별
실험

- 회 형 Voloxidizer재질이 Inconel로 사용온도
(1200℃)제한

-운 변수에 따른 입자제조 실험 :온도 1150~1200
o
C,반응시간 5~10,회 속도 1~5rpm

-입자 그래뉼 특성 분석 :입도분포(그래뉼 회수
율), 도 기공율,구형도, 쇄강도 등 분석

•휘발성 산화장치 이용 다공성 입자 제조기술 확립

-UO2+x 그래뉼(1mm)회수율 85% 이상 제조 조건
도출(아르곤분 기,1200℃,10시간,2-3rpm)

- 쇄강도 13N 이상 UO2 그래뉼 제조조건 도출
(4%H2-Ar분 기,700℃,5시간)

-이론 도 60∼80% 다공성 UO2펠렛 제조 조건 도
출(국내특허 출원)

-열간성형에 의한 다공성 상 펠렛 제조 기술 확
보(국내특허 출원)

- 해환원공정과의 연계실험을 해 그래뉼 300g,
다공성 펠렛 310g을 공 함

35 100 -그래뉼
회수율:
85%이상
-그래뉼 강도:
13N이상
-펠렛 제조:
링
윤활제 혼합
없음

○ 처리
공정 배
기 체처
리 기술
개발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제
작
-50kg-SF/batch로서 10batch기 으로 설
계함

-배기체 휘발량은 각 핵종의 휘발율을 고려하여 산
정하 으며 배기체 처리 장치 공정도를 작성함

-Cs,Rb,Cd핵종은 flyashfilter,Tc,Mo,Te,Se
핵종은 Cafilter,그리고 I의 포집은 AgX로 포집
하며,최 포집 온도가 각각 900℃,700℃
250℃가 되도록 설계함

-배기체 처리장치에 사용될 단 포집장치들은 순
차 인 온도 조 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처리핵
종에 한 선택 포집특성 등 상호 계를 고려하
여 배치됨

-각 단 포집장치 별 포집매질의 특성,포집될 핵종
의 양,운 온도,공탑속도 등과 같은 설계기 을
고려하여 설계함

-배기체 처리시스템 설계 기 수립시 향후 핫셀에
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장치의 원격성, 근성,운
성,유연성,포집 후 필터 분석을 한 포집통의

분리성 고온 내구성이 유지되는 장치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계함

- 배기체장치 제작 완료상세 설계에 근거하여 50
kg-SF용량의 voloxidizer10batch처리를 기
(집합체 1개)으로 한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를 제작함

•공학 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성능 실험
평가

-50kg-HM/batch기 공학규모 용량(직경
25cm)석탄회 필터 칼슘필터 제조기술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석탄회필터를 이용

30 100 -공학규모
배기체처리장
치 제작:
500kg-HM
처리용량
-공학규모
Cs,Cs,
Re(Tc),I의
포집효율:
99% 이상

표 4.1.1 당해 단계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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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Cs의 99% 포집효율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칼슘필터를 이용하
여 Re의 99% 포집효율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AgX를 이용하여 I
의 99% 포집효율 확보

-공학규모 배기체 처리장치 운 자료 확보

○일 공
정 시험
시 설 용
휘 발 성
산 화 장
치 성능
평가

•휘발성 산화장치 품질 리 장치 구축
-용량 50kg/batch회 형 휘발성산화장치 구축
-품질 리 장치 구축:입도분석, 도 기공율,구
형도,압축강도 측정 등

-원료입자 특성 분석 차서 작성

•운 조건별 장치 성능평가
-회 부 틸 부 구동 성능 검 완료
-장치 성능시험
․가열 회 시험 :∼1200℃,4rpm
․운 자료 획득 소 트웨어 검

-틸 시스템 작동 시험
․소결체 장입 그래뉼 배출을 한 기능 시험
완료
․장입․배출부 랜지 분리 이동 시험완료

•원료물질 특성 분석 개량
-원료물질의 구형도,강도, 도 측정
-측정 결과 바탕으로 추가공정장비인 입도분 기,
원료물질 이송용기,분진제거기를 설계함

-추가공정 장비인 입도분 기,원료물질 이송용기,
분진제거기를 설계함

•휘발성 산화 공정 장치 설치 운
-휘발성 산화장치의 집 하 을 받는 특수형 로터
리 조인트의 베어링 오링 부분 개선

-장치크기 증 에 따른 운 향인자 분석
-2012년 1월 재 일 공정 시험시설 공사 .휘발
성 산화장치는 2012년도 2월 설치 정

35 100 -분석 차서:
4건( 도,
강도,입도,
구형도)
-추가공정장비
제작:
PRIDE
일 공정장
치제작구축
과제
-장치설치:
‘12년 2월

○DFDF
시설 원
료입자
제조장
치설계

•원료입자 제조장치
-원료입자 제조장치의 성능설계 최 1300℃ 사
용 가능 재질선정

-핫셀 공간 원격조작 역을 고려한 회 형 휘발
성 산화장치를 기본설계

•배기체처리장치
-DFDF핫셀용 1kg-HM/batch규모 배기체 처리장
치 설계 기술 확보.

-핫셀용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기술요건 수립

0 100 -사용후핵연료
이용
실증시험용
-DFDFJD
IAEADIQ
개정
-핫셀용
배기체처리장
치 설계:
3kg-HM
처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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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분야 기여도

○ 해환원 원료입자(다공성 그래뉼,다공성 펠렛,다공성 이트)를 해환원과제

에 제공하여 원료입자 형태에 따른 해환원 특성 실험을 수행하는데 기여하 다.

○본 과제에서 설계한 PRIDE용 입도선별기,우라늄산화물 분진제거기,Ar가스 충

기,원료물질 이송용기 등의 설계자료를 “PRIDE일 공정장치 제작구축”과제에

제공하여 본 장치들이 성공 으로 제작하는데 기여하 다.

○본 과제에서는 다공성 그래뉼 입자제조,다공성 펠렛제조,가열 압분법을 이용한

다공성 이트 제조에 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기여하

다.

○본 과제 개발한 기술을 토 로 한미 이로 공동연구에서 처리분야의 연구를 주

도하는데 기여하 다.

○실험실규모로 확보한 해환원 원료물질 제조기술은 PRIDE시설의 공학규모 장

치의 운 조건 확립 DFDF핫셀 원료물질 제조장치의 운 조건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실험에서 얻은 실험자료,기계 설계자료,운

know-how는 향후 배기체처리장치의 규모 확 설계시 매우 귀 한 자료로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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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공성 그래뉼 제조기술,다공성 펠렛 제조기술은 보다 많은

기술자료(사용후핵연료 이용한 핵종 출 자료,사용후핵연료 이용 제조성 검증 등)

를 축 하여 여러 가지 측면(제조특성,핵종 출특성,취 성,공정용이성,안 조치

성, 해환원특성, 해정련 특성 등)에서 종합 검토하여 정 기술을 선택하는데 활용

할 계획이다.

선택 핵종 포집기술은 세슘 필터의 경우 폐기물이 되며,감마 소스로

활용이 기 된다.장수명핵종 Tc-99,I-129는 target으로 제조하여 소멸처리 연구에 활

용되는 것이 기 된다.염폐기물 처리 기 공정인 INL 세라믹공정으로 염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본 공정은 INL세라믹공정의 고 폐기물을 상당히 감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고도 처리 단 공정 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해환원 원료물질 제조기술,배기체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한미공동연구의 lab-scale연구 공학규모 연구에 있어 한국이

처리분야 연구를 주도 하는데 극 활용하고 있다.

본 과제기간 SIMFUEL을 통해 획득한 연구결과물 즉,펠렛 등 원료물질 제조 기

술,배기체처리 기술에 하여 제 4차 원연사과제에서 사용후핵연료 이용 검증 실험을 수행

하고자 한다.즉,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DFDF에서 사용할 원료물질 제

조 장치를 제작하고 시운 하며,2013년도에는 이를 DFDF에 설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

여 원료물질을 제조할 정이다.배기체처리기술의 경우는 표 5.2에 나타난바와 같이 2012

년도에 DFDF에서 사용할 배기체처리장치를 제작하고 시운 하며 2013년도에 이를 DFDF

에 설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원료물질 제조시 발생하는 배기체를 처리하는 실험을 수

행할 정이다.물론,제작한 원료물질 제조장치,배기체처리장치의 DFDF 핫셀 투입은

IAEA로 부터 시설부록을 미국으로 부터 JD를 획득한 후에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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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처리공정기술개발 세부과제 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단계 연구내용

구분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물

1차년도

PRIDE원료물질 비
제조 DFDF
실증장치 구축
핵연료 해체 핵심장치
Mock-up시스템

설계

§ PRIDE원료물질 형태별
비 제조성 평가

§ 원료물질 형태별
비제조 시험분석 자료

§ 핵연료 해체(해체,인출,
단)핵심장치
Mock-up시스템 설계

§ 핵연료해체장치고효율화
설계자료

§ ACPF용 원료물질
제조장치 제작
시운 (DFDF)

§ ACPF용 원료물질 제조
실증장치

§ 핵연료 해체
voloxidation공정 모델링
특성자료 구축

§ 해체 voloxidation공정
특성자료

2차년도

PRIDE 래그먼트
제조특성 평가,

ACPF용 원료물질 원격
비 제조시험

핵연료 해체 장치제작
Mock-up시스템

구축

§ PRIDE 래그먼트형
원료물질 제조특성평가

§ 래그먼트형 원료물질
특성평가 자료

§ 핵연료 해체 장치제작
Mock-up시스템 개발

§ 고효율핵연료해체
핵심메카니즘장치

§ ACPF용원료물질원격 비
제조시험

§ ACPF용원료물질
원격제조성평가자료

§ 회 로 이용 사용후핵연료
산화탈피복 특성 평가

§ 산화탈피복 특성자료

§ 핵연료 해체
voloxidation공정 모델링

§ 해체 voloxidation
공정 모델링자료

3차년도

PRIDE펠렛 제조특성
평가,

ACPF용 원료물질
공정조건별 제조시험

핵연료 해체장치
Mock-up성능평가

§ PRIDE펠렛형원료물질
제조특성평가

§ 펠렛형 원료물질
특성평가자료

§ 핵연료 해체장치 Mock-up
성능평가

§ 고효율 핵연료 해체
핵심메카니즘 장치
성능평가 자료

§ ACPF용 원료물질
공정조건별 제조시험
특성분석

§ ACPF용 원료물질
제조공정 자격화
시험분석자료

§ 회 로 이용 사용후핵연료
산화탈피복공정 최 화
검증시험*

§ 산화탈피복최 공정
검증시험자료

§ 핵연료 해체
voloxidation공정 모델
검증 보완

§ 해체 voloxidation
공정 모델 검증 보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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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기체폐기물처리기술개발 세부과제 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단계 연구내용

구분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물

1차년도

사용후핵연료 이용
배기체처리 핫셀 시험

폐필터 고화 기 실험

§ 사용후핵연료 이용
배기체처리 실증시험 (DFDF
핫셀)

§ 사용후핵연료이용배기체
처리핫셀실증자료

§ 배기체처리 핫셀시험 개선용
휘발성핵종 포집장치 제작

§ 휘발성핵종포집장치
설계자료 장치

§ 실험실 규모 휘발성 핵종
처리 장치제작

§ 휘발성 핵종 포집 장치
설계 자료 장치

§ 핵종포집 성능개선용 필터
제조 핵종포집 시스템
모델링

§ Granule형 핵종포집 필터
제조조건
§ 핵종포집 기 모델

§ 실험실규모 폐필터 고화처리
장치제작 실험

§ 폐필터 고화처리 장치
설계도 장치

2차년도

배기체처리 핫셀
실증시험

핵종포집 성능개선

§ 배기체 처리 핫셀(DFDF)
실증시험(I)(DF:>500)

§ 핫셀용 배기체처리장치
실증 자료

§ 배기체처리 핫셀시험
개선용 휘발성핵종 포집
시험

§ 휘발성핵종 포집 성능
실험 자료

§ 실험실규모 장치 이용
휘발성 핵종 포집 성능실험

§ 휘발성 핵종 포집 성능
실험 자료

§ 핵종포집 개선용 필터 성능
시험 모델링을 통한 평가

§ Granule형 필터 핵종
포집성능 모델링 평가
자료

§ 실험실 규모 폐필터
고화처리 기술개선 실험

§ 폐필터 고화처리 기술 개선
자료

3차년도

휘발성/ 휘발 핵종
포집기술 개선

폐필터 정 고화방안
선정

§ 배기체 처리 핫셀
실증시험(II)(DF:>500)

§ 배기체 처리 성능 핫셀
실증 자료

§ 실험실규모 장치 이용
휘발성/휘발성핵종 포집
성능개선

§ 휘발성/휘발성 핵종 포집
성능 개선 자료

§ 핵종포집재 성능시험
모델링을 통한 운 개선

§ 모델링을 통한 Granule형
필터성능 개선 자료

§ 폐필터 고화체 건 성
평가실험

§ 폐필터 고화체 건 성 평가
자료

§ 폐필터종류별 정고화처리
방안도출

§ 폐필터별 최 고화체
특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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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2007년 11월에서 2010년 10월까지 INERI과제로 진행된 KAERI와 INL사이의 공동

연구(과제명: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기술개발)에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1,200℃ 진공상태에서 열처리하여도 Pu,Np,Am이 휘발되지 않음을 화학분석

을 통해 확인하여 고온 휘발성산화공정이 핵비확산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6.1.1].

미국 DOE의 FCR&D(FuelCycle Research R&D)에서는 ORNL이 주도하는

Off-gassigmateam이 생겨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핵종의 포집,안

성,재생,고정화 등에 하여 연구하고 있다.우선,요오드,삼 수소,크립톤의 포집

과 고정화 연구에 집 하여 수행하고 있다.

미국 DOE의 NEAMS(NuclearEnergyAdvancedModellingandSimulation)

로그램에서는 IPSC(IntegratedPerformanceandSaftyCodes)코드를 새로운 원자력

공정의 상세 통합성능을 해 개발하고 있다.이 코드 분야는 안 조치(Safeguard),분

리(Separation),반응기(Reactor),연료와 폐기물형태(FuelandWasteForms)로 구성되

며,이 안 조치와 분리(SafeguardsandSeparation,SafeSep)IPSC분야에 각 단

공정의 M&S가 포함되어있다[6.1.2].



-176-



-177-

제 7장 연구시설·장비 황

제 1 원료물질제조 기술개발 장비

순번 장비명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 고유번호

1 원료입자 압축강도 측정기 NFEC-2011-01-136242

2 원료입자 형상분석기 NFEC-2011-01-136243

3
라이드용 우라늄산화물

산화처리 입자제조 장치
NFEC-2011-01-136245

제 2 배기체 처리기술개발 장비

순번 장비명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 고유번호

1
공학규모 휘발성

배기체 처리장치
NFEC-2011-04-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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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특성 연구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공정으로 재가공한 산화물 환체와 해환원 공정으

로부터 생산된 속 환체의 재활용 는 장/처분에 필요한 물성 특성 분석을

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목 으로 한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특성 연구는 기술 인 측면으로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

성특성 평가 기술 측정 자료는 pyro공정을 통해 생산된 속 우라늄의 재활용

는 SFR에서 사용될 TRU함유 핵연료 등의 성능평가를 한 요소 기술이다. 한

사용후핵연료의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제조된 재순환 산화물 핵연료 는 속 핵연

료의 물성 모델 개발은 간 장 용기 시설 설계,처분장의 열 해석,그리고 향

후 건식 공정 핵연료의 실용화는 물론 고속로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 자료

이다.

경제 측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 차원에서 제조된 재순환 산

화물핵연료 는 속핵연료의 물성특성 모델개발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며,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을 래할

것으로 기 된다.사회 에서는 본 과제에서 생산된 물성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 용기 설계 처분장 열해석을 최 화함으로써 향후 사용

후핵연료의 리상 문제 을 해결하고,이를 통해 원자력에 한 환경친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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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제 1단계 (2007년～2009년)에서 본 과제가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범 는 다

음과 같다.

○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한 산화속도 측정 실험 자료생산

-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한 크리 ,항복강도,탄성계수 측정 실험 자료 생산

-모의 산화물 환체 이용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격자상수,열팽창,용융 측정

○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속 환체 제조 기술 분석 표 확립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속 환체 제조법 비교분석

-모의 재가공 속 환체 제조 표 확립

○ 재가공 속 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모의 속 환체를 이용한 비열,열팽창,열확산도 측정

- 속 환체 장조건에서의 산화 속도 측정

-모의 속 환체를 이용한 크리 ,항복강도,탄성계수 측정

○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향 분석

-하나로 조사 조건에서의 확산계수 코드 분석

-하나로 조사시험 PIA실험을 통한 확산계수 측정

○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산화속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비열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비열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열팽창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열팽창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열확산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열확산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Ⅳ.연구개발 결과

제 2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와 핵심 요소 기술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열/기계 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확립

-연소도에 따른 링조건,성형압력,소결조건 등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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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연소도 함수의 용융 모델 도출

-분말화시간,산화유도시간,산화속도,활성화에 지의 온도와 연소도함수 모델 도출

-연소도별 모의 산화물 환체의 크리 변형속도,항복응력,탄성계수 온도함수 모

델 도출

○ 재가공 속 환체 열/기계물성 평가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비열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도,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확산도,열 도도 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산화속도 모델 도출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공기분 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건식 재가공 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 산화물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속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 생산

○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확산계수 모델 제시

물성측정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평가

○ 표 물질을 이용한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

가식 제시

○ 시스템 교정을 통한 불확도 평가 기술 개발

-표 물질 이용 산화속도,비열,열팽창,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Ⅴ.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Gen-IV 등 미래형 원자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평가에 요구

되는 기 물성자료 모델은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방향

설정을 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

술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한 재가공 환체의 제조, 간 장 용기

설계,수송 용기 설계,처분장 설계 SFR핵연료 제조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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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 요약문)

I.ProjectTitle:

StudyonthePropertyCharacteristicsofDryProcessProduct

II.ObjectivesandNecessitiesoftheProject

A.Objectives

TheobjectiveoftheProjectistodevelopthekeytechnologyforanalysing

thecharacteristicsofmaterialpropertieswhich isnecessary forrecycling or

storage/disposalofoxideproductwhichisfabricatedfrom spentPWRfuelusing

thedryprocessandmetalproductwhichisproducedfrom theelectroreduction

process.

B.NecessitiesoftheProject

In technologicalpointofview,the data on technology for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andmeasurementsofmaterialpropertiesofdryprocessproductis

thekeytechnologyforevaluatingperformanceofTRUcontainingfuelwhichwill

beusedinSFR orforrecyclingofmetaluranium whichisproducedfrom the

pyroprocess.Additionally,thedevelopmentofpropertymodelforrecycledoxide

ormetalfuelfabricatedinview ofrecyclingofresourceisthekeytechnology

which is necessary forthe design ofinterim storage containerand utility,

thermalanalysisatdisposalsite,andthepracticaluseofdryprocessfuelinthe

future,aswellasthedevelopmentoffuelforfastreactor.

Ineconomicalpointofview,itispossibletoestablishtheoriginaltechnology

fortheindependenceofnucleartechnologythroughthemodeldevelopmentofthe

propertycharacteristicsontherecycledoxideormetalfuelfabricatedinview of

recyclingofspentfuel,anditisexpectedthatmanyprofitstonationaleconomy

arebroughtabout.Insocialpointofview,environmentallyfriendlyrecognition

aboutnuclearenergycanbespreadedbysolvingtheproblemson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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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spentfuelinthefuturethroughtheoptimizationofinterim containerdesign

and thermalanalysis ofdisposalsite ofspentfuelusing the data ofthe

characteristicsofmaterialpropertiesproducedform thisproject.

Ⅲ.ScopeandContentsoftheProject

InPhaseI(2007~2009),theR&DscopesoftheProjectisasfollows:

○ Thermal/mechanicalpropertiesevaluationofdryprocessoxideproduct

accordingtofissionproducts

-Productionofexperimentaldataofoxidativespeedusingsimulatedoxide

products

-Productionofexperimentaldataofcreep,yieldstrength,andelasticmodulus

usingsimulatedoxideproducts

-Measurementoflatticeparameter,thermalexpansion,andmeltingpoint

accordingtovalenceofsolidsolutionsusingsimulatedoxideproducts

○ Analysisoffabricationtechnologyandestablishmentofstandardsofsimulated

dryprocessmetalproductsformeasurementofmaterialproperties

-Comparisonandanalysisoffabricatingmethodsofsimulateddryprocess

metalproductsformeasurementofmaterialproperties

-Establishmentoffabricationstandardsforsimulateddryprocessmetal

products

○ Evaluationofthermal/mechanicalpropertiesfordryprocessmetalproducts

-Measurementofheatcapacity,thermalexpansion,andthermaldiffusivity

usingsimulatedmetalproducts

-Measurementofoxidativespeedatstorageconditionofmetalproducts

-Measurementofcreep,yieldstrength,andelasticmodulususingsimulated

metalproducts

○ Analysisofimpurityeffectsthataffectthediffusivebehavioroffissiongasat

conditionofHANAROirradiationtest

-AnalysisofthediffusivitycoefficientcodeatHANAROirradiationcondition

-MeasurementofdiffusivitycoefficientthroughHANAROirradiationtestand

PI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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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developmentofuncertaintyanalysisforreliabilityevaluationof

measurementdataofmaterialproperties

-System calibrationofanoxidativespeedtesteranduncertaintyevaluationof

experimentaldataofoxidation

-System calibrationofanheatcapacitytesteranduncertaintyevaluationof

experimentaldataofheatcapacity

-System calibrationofanthermalexpansiontesteranduncertaintyevaluation

ofmeasurementdataofthermalexpansion

-System calibrationofanthermaldiffusivitytesteranduncertaintyevaluation

ofmeasurementdataofthermaldiffusivity

Ⅳ.Resultsofthisproject

KeytechnologiesandachievementsofthePhaseIIcanbesummarizedas

follows:

Thermal/mechanicalpropertiesevaluationofdryprocessfuelaccording

tofissionproducts

○ Establishmentoffabricationprocessforsimulatedoxideproducts

-Establishmentoffabricationprocessforsimulatedoxideproductssuchas

millingcondition,fabricationpressure,andsinteringcondition,etc,according

toburnup

○ Thermal/mechanicalpropertiesevaluationofdryprocessoxideproducts

accordingtofissionproducts

-Modelinductionofmeltingpointfortheburnupfunction

-Modelinductionoftemperatureandburnupfunctionforpowderingtime,

oxidationinductiontime,oxidativespeed,andactivationenergy

-Modelinductionoftemperaturefunctionforcreepdeformingspeed,yield

strength,andelasticmodulusofoxideproductsaccordingtoburnup

○ Thermal/mechanicalpropertiesevaluationofdryprocessmetalproducts

-Heatcapacitymodelinductionfortemperaturefunctionsaccordingtoburnup

-Modelinductionforthermalexpansion,density,andinstantthermal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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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oftemperaturefunctionsaccordingtoburnup

-Oxidativespeedmodelinductionfortemperaturefunctionsaccordingtoburnup

-Measurementofelasticmodulusatroom temperatureandairatmosphere

usinganelasticmodulustester

Analysisofdiffusivebehavioroffissiongasesatdryprocessproducts

○ Dataproductionofdiffusivitycoefficientofoxideproducts

○ Dataproductionofdiffusivitycoefficientofmetalproducts

○ Modelpresentationofdiffusivitycoefficientaccordingtothevalencesofsolid

solutions

Uncertaintyevaluationforrelianceassessmentofmaterialpropertiesdata

○ Presentationofuncertaintyevaluationequationsaccordingtomaterial

propertiesandmethodsofsystem calibrationofinstrumentsusingstandard

materials

○ Technologydevelopmentofuncertaintyevaluationthroughsystem calibration

-System calibration(Btype)ofmeasurementinstrumentsforoxidativespeed,

heatcapacity,thermalexpansion,andthermaldiffusivityusingstandard

materialsanduncertaintyevaluationofAtypebyrepeatedmeasurement

V.ProposalforApplication

Elementaldata ofmaterialproperties and models required forperformance

validation ofnew conceptfuelrequired forfuture reactorsystems such as

Gen-IV canbeimplementedasfundamentaldatafordirectionalestablishmentof

futurereactorsystem and thetechnology developmentofnuclearfuelcycle.

Evaluation technology and measurementdata formaterialproperties ofdry

processproductcanbeimplementedtothefabricationofdryprocessproducts

forrecyclingofspentfuels,thedesignofinterim storagecontainers,andthe

designoftransportingcontainers,thedesignofdisposalsitesandthefabrication

ofSFRfuel,etc.



-ix-

CONTENTS

( 문 목차)

Summary(Korean)·······································································································i

Summary(English)·····································································································v

Chapter1 Introduction······································································································ 1

Section1.BackgroundandPurposeoftheProject·············································· 1

Section2.NecessityoftheProject············································································· 2

Section3.ScopeoftheProject····················································································· 3

Chapter2StateoftheArtofRelatedTechnology················································· 7

Section1StateoftheArtinKorea··········································································· 7

1.Evaluationofmaterialpropertiesofdryprocessoxideproduct······················7

2.Evaluationofmaterialpropertiesofdryprocessmetalproduct······················7

3.Analysisdescriptionofdiffusivebehavioroffissiongas··································7

4.Analysisdescriptionofuncertaintyofmaterialpropertiesdata······················8

Section2StateoftheArtinForeignCountries·····················································8

1.Evaluationofmaterialpropertiesofdryprocessoxideproduct······················8

2.Evaluationofmaterialpropertiesofdryprocessmetalproduct······················9

3.Analysisdescriptionofdiffusivebehavioroffissiongas································10

4.Analysisdescriptionofuncertaintyofmaterialpropertiesdata····················10

Section3ComparisonofR&DStatusBetweenKoreaandForeign

Countries·············································································································13

Chapter3R&DResultsAchievements·········································································15

Section1ModelDevelopmentofMaterialPropertiesofDryProcessOxide

Product·················································································································15



-x-

1.Thermalpropertyevaluationofdryprocessoxideproductaccordingto

fissionproducts············································································································15

2.Mechanicalpropertyevaluationofdryprocessoxideproductaccordingto

fissionproducts············································································································21

3.Materialpropertiesevaluationofdryprocessoxideproductaccordingto

valencesofsolidsolutions························································································26

Section2ModelDevelopmentofMaterialPropertiesofDryProcessMetal

Product·················································································································30

1.Thermalpropertyevaluationofdryprocessmetalproduct··························30

Section3AnalysisofDiffusiveBehaviorofFissionGasesInsideDry

ProcessProduct································································································37

1.CodeanalysisofdiffusivitycoefficientatconditionofHANAROirradiation

······························································································································37

Section4TechnologyDevelopmentofUncertaintyAnalysisforReliance

AssessmentofMeasurementDataofMaterialProperties············44

1.UncertaintyEvaluationofoxidativespeedmeasurementinstrumentand

measurementdataofmaterialproperties······························································44

2.UncertaintyEvaluationofheatcapacitymeasurementinstrumentand

measurementdataofmaterialproperties······························································49

3.UncertaintyEvaluationofthermalexpansionmeasurementinstrumentand

measurementdataofmaterialproperties······························································53

4.UncertaintyEvaluationofthermaldiffusivitymeasurementinstrumentand

measurementdataofmaterialproperties······························································57

Chapter4AchievementsoftheProjectandContributionstoRelated

R&DAreas············································································································61

Section1AchivementsoftheProject·········································································61

Section2ContributionstoRelatedR&DAreas······················································66

Chapter5ImplementationPlanofR&DResults·······················································67



-xi-

Chapter6OverseasInformationonRelatedScienceandTechnology·············69

Chapter7References·············································································································79



-xii-



-xiii-

목 차

요약문 ····························································································································i

SUMMARY·····················································································································v

제 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1

제 1 연구개발의 목 ·····················································································1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제 3 연구개발의 범 ·····················································································3

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7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7

1.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평가···················································7

2. 건식 재가공 속 환체 물성평가·······················································7

3.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기술·······················································7

4. 물성 측정 자료 불확도 분석 기술·······················································8

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8

1.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평가···················································8

2. 건식 재가공 속 환체 물성평가·······················································9

3.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기술·····················································10

4. 물성 측정 자료 불확도 분석 기술·····················································10

제 3 국내․외 기술 수 비교 ······································································13

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15

제 1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물성 특성 모델 개발 ···················15

1.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열물성 평가 ···15

2.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기계물성 평가



-xiv-

···················································································································21

3.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 평가 ·················26

제 2 건식 재가공 속 환체의 물성 특성 모델 개발 ·······················30

1.재가공 속 환체의 열물성 평가 ·······················································30

제 3 건식 재가공 환체내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37

1.하나로 조사조건에서의 확산계수 코드분석·········································37

제 4 물성측정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개발····44

1.산화속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44

2.비열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49

3.열팽창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53

4.열확산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57

제 4장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61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61

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66

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67

제 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69

제 7장 참고문헌········································································································79



-xv-

표 목 차

표 3.1.1.온도에 따른 천이응력 응력지수···························································22

표 3.1.2.천이응력 미만 과 응력에서의 크리 활성화에 지···················23

표 3.3.1.U의 산모사 계산 결과 결함 형성에 지········································38

표 3.3.2.U의 산모사 계산 결과 Xe의 이동에 지·······································38

표 3.3.3.U-TRU의 산모사 계산 결과···································································39

표 3.3.4.AKMC코드를 이용한 확산계수 평가결과··············································42

표 3.3.5.AKMC코드를 이용한 이산화우라늄의 확산계수 평가결과················43

표 3.4.1.산화속도 실험 자료·······················································································47

표 3.4.2.산화속도 실험의 불확도 요약표 (0.5hr)················································48

표 3.4.3.비열 시험 결과 불확도···········································································52

표 3.4.4.열팽창 시험 결과 불확도·······································································56

표 3.4.5.열확산 측정값의 불확도···············································································60

표 4.1.1.세부연구목표 달성도···············································································64



-xvi-

그림목차

그림 3.1.1.모의 산화물 환체의 연소도에 따른 용융 변화·····························15

그림 3.1.2.모의 산화물 환체의 산화온도별 시간에 따른 산화 분율···············16

그림 3.1.3.673K 823K에서 모의 산화물 환체의 연소도별 시간에

따른 산화 분율 ·························································································17

그림 3.1.4.연소도 별 온도에 따른 산화유도시간···················································18

그림 3.1.5. 온도 역수에 따른 산화유도시간·····················································18

그림 3.1.6.연소도에 따른 산화유도시간···································································19

그림 3.1.7.온도에 따른 분말화시간···········································································19

그림 3.1.8. 온도 역수에 따른 분말화시간·························································19

그림 3.1.9.연소도에 따른 분말화 시간·····································································19

그림 3.1.10.연소도별 온도에 따른 산화속도···························································20

그림 3.1.11. 온도 역수에 따른 산화속도···························································20

그림 3.1.12.연소도에 따른 산화속도·········································································21

그림 3.1.13.연소도에 따른 활성화에 지·································································21

그림 3.1.14.온도에 따른 항복응력·············································································24

그림 3.1.15.온도에 따른 탄성계수·············································································25

그림 3.1.16.Ce,Nd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 UO2의 열팽창·······················27

그림 3.1.17.Ce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순간 열팽창계수······························27

그림 3.1.18.Nd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순간 열팽창계수······························28

그림 3.1.19.Ce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도 변화··········································29

그림 3.1.20.Nd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도 변화········································29

그림 3.2.1. 속 환체의 비열특성·············································································31

그림 3.2.2.온도에 따른 열팽창···················································································31

그림 3.2.3.순간 열팽창 계수·······················································································33

그림 3.2.4.온도에 따른 도변화···············································································33

그림 3.2.5. 속 환체의 열확산도·············································································34

그림 3.2.6. 속 환체의 열 도도·············································································34

그림 3.2.7. 속 환체 종류별 온도에 따른 산화거동···········································35



-xvii-

그림 3.2.8. 속 환체 종류별 온도의 역수에 따른 산화속도·····························36

그림 3.2.9.온도별 연소도에 따른 산화속도·····························································36

그림 3.3.1.지논의 확산거동 평가를 한 AKMC코드의 계산 알고리듬········40

그림 3.3.2.지논의 확산거동을 모사한 개략도·························································41

그림 3.3.3. 산모사에 의한 지논의 이동·································································41

그림 3.4.1.산화속도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불확도 평가 과정·······················46

그림 3.4.2.무게이득의 변화·························································································47

그림 3.4.3.산화속도의 변화·························································································48

그림 3.4.4.비열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51

그림 3.4.5.표 물질의 비열 변화···············································································52

그림 3.4.6.열팽창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55

그림 3.4.7.표 물질의 열팽창 변화···········································································56

그림 3.4.8.열확산 불확도 평가 차·········································································59

그림 3.4.9.열확산 측정값 불확도·········································································60



-xviii-



-1-

제 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본 과제의 연구개발 목 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가공한 산화물 환체와 해환원

공정으로부터 생산된 속 환체의 재활용 는 장/처분에 필요한 물성 특성

분석을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이다.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분석을 한 핵심 요

소 기술로는 재가공 환체의 간 장 처분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열 기계

물성 평가 기술,사용후핵연료의 장,처분 재가공에 필요한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 분석 기술,측정된 물성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한 불확도 분석기술로

별할 수 있음.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술 측정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을 한 재가공 환체의 제조, 간 장 용기 설계,수송 용기 설계,처분장 설계

SFR에서 사용될 TRU함유 핵연료 등의 성능평가를 한 필수 기 자료임.

-물성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 용기 설계 처분장 열 해

석을 최 화함으로써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리상 문제 을 해결하고,이를 통해

원자력에 한 환경친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음.

-사용후핵연료를 재가공한 건식 재가공 환체를 사용한 물성 평가 연구에는 고방

사능으로 인해 많은 제약 사항이 수반됨.따라서 해당 방출 연소도의 사용후핵연

료와 핵분열생성물 원소 함량이 동일하도록 안정한 동 원소를 첨가하여 제조된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열․기계 물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음.

- 산모사를 통해 확산의 주된 요인인 핵연료 내의 원자의 결함 생성에 지를 제

일 원리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음.최종 인 확산계수를 측하기 해서는

이러한 기 인 핵연료의 결함에 지를 바탕으로 분자동력학 방법 kinetic몬

테칼로 방법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통한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음.

-재가공 환체를 포함한 핵연료내의 핵분열 기체의 확산거동은 연료 의 노내 건

성 평가,사용후핵연료의 피복 열화 평가,수송 장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표 물질을 이용하여 산화속도 측정 시스템의 교정을 수행함으로써 생산된 물성

측정 자료의 불확도를 평가하고,이를 통해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

음.불확도 평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산화속도 자료는 재가공 환체 련 기술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분야로의 기술 응용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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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연구개발의 과학기술,사회경제 요성

가.기술 측면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술 측정 자료는 pyro공정을 통해

생산된 속 우라늄의 재활용 는 SFR에서 사용될 TRU 함유 핵연료 등의

성능평가를 한 요소 기술임. 한 사용후핵연료의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제

조된 재순환 산화물 핵연료 는 속 핵연료의 물성 모델 개발은 간 장

용기 시설 설계,처분장의 열 해석,그리고 향후 건식 공정 핵연료의 실용

화는 물론 고속로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 자료임.

-표 물질을 이용하여 물성특성 평가를 한 측정 시스템의 교정을 수행함으로

써 생산된 물성 자료의 불확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물성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함.

- 산모사를 통한 원자력에의 용 분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평가는 고비

용과 장시간 실험에만 의존하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평가에 활용됨.나아가

실제로 실험하기 힘든 고연소도 역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자료의 보

완이 가능함. 한 방사화로 인한 사용후핵연료의 물성 측에도 산모사를

이용하면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 됨.

나.경제․산업 측면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 차원에서 제조된 재순환 산화물핵연료 는

속핵연료의 물성특성 모델개발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한 독자

인 기술력 확보가 가능하며,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많은 이득을 래할 것

으로 기 됨.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술은 타 과제의 핵연료 물성 평가에

용 가능하며 고온 재료를 이용하는 타 기 과제에의 인력,설비 등의

활용을 통하여 산업계으로의 기술 효과가 매우 큼.

-불확도 평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물성 특성 자료는 재가공 환체 련 기술

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분야로의 기술 이 수출에 기여할 것임.

-컴퓨터를 이용한 산모사는 소 트웨어 심의 작업으로써 고가의 실험장치

가 필요하지 않으며 많은 시험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장시간 실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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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 비용을 감할 수 있어 경제 임. 한 장시간 실험으로 인한 시험

기기의 마모, 손 등 부가 인 교체 비용을 감할 수 있음.

다.사회․문화 측면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재가공 환체의 물성특성 자료는 사용후핵연료 재활

용을 한 핵심 기반기술 구축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되며,국가 사용

후핵연료 리에 필수 인 기 자료가 될 것임.

-물성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 용기 설계 처분장 열

해석을 최 화함으로써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리상 문제 을 해결하고,이

를 통해 원자력에 한 환경친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음.

- 산모사 기법은 고방사성 환경의 실험을 신하여 모의로 컴퓨터상에서 수

행함으로써 험한 실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 한 원자력 문화에 기여할 것임.

제 3 연구개발의 범

1.연구개발 목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개발에 한 핵심 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하여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과제에서는 연구개발 최종 목표와 제 1단계

(2007년～2009년)연구개발 목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최종목표

-건식 재가공 환체의 열/기계 물성 자료 생산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

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

의 향 분석

•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사용후핵연

료의 연소도 향분석

나.1단계 연구내용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속 환체 제조 기술 분석 표 확립

-재가공 속 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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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차별 연구내용

(1)1차년도(2007)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열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한 산화속도 측정 실험 자료생산

• 실험자료 분석 특성모델 개발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속 환체의 물성 평가

•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속 환체 제조기술 분석 표 확립

• 제조법 비교 분석

-하나로 조사 산화물 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 하나로 조사 조건에서의 확산계수 코드 분석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 산화속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2)2차년도(2008)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기계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한 크리 ,항복강도,탄성계수 측정 실험 자

료 생산

• 실험 자료 분석 특성 모델 개발

-재가공 속 환체의 열물성 평가

• 모의 속 환체를 이용한 비열,열팽창,열확산도 측정

• 속 환체 장조건에서의 산화 속도 측정

• 실험 자료 분석 특성 모델 개발

-하나로 조사 속 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 하나로 조사시험 PIA실험을 통한 확산계수 측정

-비열 측정 장비 물성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 비열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비열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3)3차년도(2009)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물성 평가

• 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한 격자상수,열팽창,용융 측정

• 실험 자료 분석 특성 모델 개발

-재가공 속 환체의 기계물성 평가

• 모의 속 환체를 이용한 크리 ,항복강도,탄성계수 측정

• 실험 자료 분석 특성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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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조사 고용체 함유 산화물 환체 내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 분석

• 하나로 조사시험 PIA실험을 통한 확산계수 측정

-열팽창 측정 장비 물성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 열팽창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열팽창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2.추진 략

단계 연구개발 목표 인 “건식 재가공 환체의 열/기계 물성 자료 생산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다음

과 같은 추진 체계 략을 수립하여 진행하 다.

가.모의 재가공 환체를 이용한 물성 측정 특성모델 생산

-모의 재가공 환체를 이용하여 핵분열 생성물 종류와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물성을 측정함.

-물성은 KS,ASTM,ISO등 표 규격에 따라 측정하여 재 성 있는 자료를

생산함.

-물성 측정 장비는 표 규격에 맞게 상용화된 장비를 이용하 으며,장비의

공동 활용,측정결과의 비교분석을 한 숙련도 시험 등을 해 경남 학교

공동기기원과 연구 력 정을 맺음.

-물성 측정 자료의 불확도를 평가하여 신뢰성을 부여함.

-물성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물성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온도의 함수,

연소도의 함수로 도출함.

-물성측정 결과발표 기술교류를 하여 한국열물성학회,한국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핵재료 열물성 워크샵을 매년 개최함.

나.재가공 환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확산거동 평가를 한 제일원리 계산 분자동력학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산 모사 코드들에 해 범용성, 용량 계산성,병렬 계산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합한 코드를 선정함.

-리 스 클러스터 기반 산모사 시스템 구축하고,KISTI 용량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산모사 계산함.

-상용 산모사 코드를 이용하여 원자의 결함 생성에 지 결함 이동에 지에

한 기 자료를 생산함.



-몬테칼로 알고리듬 작성 계산을 통한 재가공 환체의 확산계수를 평가함.

-하나로 조사시험 조사후 가열시험을 통하여 확산계수를 평가하여 산모사

코드를 검증함.

-경희 ,조사재시험시설과 연계하여 조사후 가열 시험장치 공동 활용함.

다.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표 물질을 이용하여 온도 교정 시스템 교정을 통해 장비의 B형 불확도를

산출함.

-B형 불확도 추정방법에 해 한국표 과학연구원의 불확도 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음.

-반복측정에 의해 A형 불확도를 산출함.

-ISO의 불확도 표 지침인 GUM에 따라 합성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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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1.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평가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한 물성 평가 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이며,건식 장

을 한 산화거동 실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재는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된

모의 핵연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나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을 평가하고

있음.

-세라믹 핵연료의 경우 재 상용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UO2와 경수로용 신형 핵

연료와 미래형 핵연료인 Gd와 Ce등이 첨가된 UO2핵연료의 성능 평가를 해

물성 연구를 부분 으로 수행하고 있음.주로 비열,열팽창,열확산도 용융

등의 열물성과 탄성계수,크리 등과 같은 기계물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모의 핵연료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와 건식 재가공 핵연료의 물성 평가는 비열,

열팽창,열확산도와 같은 열물성과 탄성계수,고온경도,크리 등과 같은 기계물

성 그리고 산화거동,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과 같은 화학 물성을 측정하여

온도 연소도에 따른 모델 개발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2.건식 재가공 속 환체 물성평가

- 속핵연료의 경우 비열,열 도도 등의 열물성과 산화거동과 같은 화학 물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주로 연구로용 핵연료인 U-Mo,U-Al U-Si합 핵연

료를 심으로 물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한 F.P.를 모사하여 U와 합 을 이

루는 재료에 해 일부 열물성을 수행하 음.그러나 TRU핵연료와 같이 불순물

이 다량 함유된 U-TRU 는 U-TRU-F.P.의 속 핵연료의 물성 연구는 아직

수행되고 있지 않음.

3.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산모사 기법을 활용하여 성자에 의한 격납용기의 손

상 기구를 규명하는 연구를 장기 과제로 수행하 음.이러한 연구를 통해 방사

선에 의한 원자력 구조물의 건 성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경희 등을 심으로 핵분열기체 확산기구를 규명하기 해 제일원리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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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논 입자의 거동을 측하는 연구를 수행하 음. 한 여러 학을 심으로

산모사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재가공 환체나 불순물이 함유된 핵연료에 한 물성특성 평가에 한 산모사

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음.

4.물성 측정 자료 불확도 분석 기술

-국내 연구 분야에서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한 불확도 평가로서

A형 불확도는 평가가 되었으나,B형 불확도 평가는 무한 상태임.

-최근 물성 부분의 문 학술지 등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인용할 경우 불확도를 요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1.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평가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장용기 설계,처분장 건설,재가공 공정 변수 확립에

필요한 기 자료 생산을 해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에서 수행 에 있음.

-미국의 새로운 원자력 정책 구상인 GNEP(GlobalNuclearEnergyPartnership)에

는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 사용후핵연료 속에 함유된 우라늄 원소를 반

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변환시키고,이를 연소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ABR(AdvancedBurnerReactor)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이처럼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기 해 핵분열생성물이 불순물로 다량 함유된 고방사성 물질

을 ABR연료로 재가공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따라서 재가공된 속핵연료

는 산화물핵연료의 노내 건 성 평가를 한 필수 자료인 물성특성 평가 연구

가 수행 에 있음.

-독일의 ITU에서는 고온까지 비열과 열 도도 실험을 수행하 으며,각 물성의

기구에 해서 규명하 음. 한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를 직 이용하여 열확산

도 측정을 꾸 히 해오고 있으며, 고온에서의 물성 측정과 사용후핵연료를 이

용한 물성 측정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핵연료의 탄성계수,

경도 등의 기계 물성특성은 핵연료의 도와 연소도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고

있음.핵연료의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음 를 이용한 방법과 싱크로

트론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 발표되고 있는 연소도에 따른 탄성

계수 측정 결과에 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좀 더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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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실정임.

-일본의 JAEA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열확산도 측정 장치를 개발하여 운 에

있으며,NMIJ에서는 물성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규모 과제를 수행

에 있음.특히 LaserFlash장치를 이용한 열확산도 측정 분야는 물론 불확도

평가분야에서도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핵분열기체 방출의 경우 일본에서

는 TiO2,Al2O3,SiO2등의 미량 첨가 원소를 사용하여 결정립 크기를 크게 한

UO2소결체를 제조하여 조사시험 한 결과,미량 첨가 원소에 따른 우라늄 공공

의 농도가 핵분열기체의 방출과 한 계가 있음을 규명하 음.실험 으로는

조사된 핵연료 시편을 이용한 조사 후 가열 시험을 통하여 핵분열 기체의 확산

계수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론 으로는 핵연료 소결체와 피복

의 상호작용으로 소결체에 압축 응력이 작용할 때 핵분열기체 기포의 성장이 억

제되고 핵분열기체의 방출이 감소되는 상에 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

- 랑스 CEA에서는 소결체-피복 상호 작용 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

으며,기계 상호작용(Pellet-CladMechanicalInteraction,PCMI)과 화학 상호

작용(Pellet-CladChemicalInteraction,PCCI)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PCMI연구 분야에서는 소결체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피복 의 손 확률을 감소

시키기 하여 Cr2O3와 같은 첨가원소를 사용하여 소결체의 크리 특성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PCCI연구 분야에서는 피복 에서 발생하는 응력

부식 균열(StressCorrosionCracking,SCC)거동에 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고연소도 핵연료에서 찰되는 소결체와 피복 의 상호 작용에 한 연

구 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캐나다의 AECL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 는 처분을 한 기 자료 확

보를 해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 련 연구와 이를 이용하여 물성 평가에

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특히 열 도도에 해서는 기공,O/M 비,연소

도,핵분열생성물의 종류,방사선에 의한 향을 연구하 으며 이에 한 모델도

확립하 음.

2.건식 재가공 속 환체 물성평가

-미국 ANL에서는 AAA 핵연료 후보로서 Zr에 우라늄원소(Pu,Np,Am,Cm)가

포함되어 있는 TRU-Zr합 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TRU-Zr합 의 재료 물

성 자료가 무한 상태이어서 이론 인 평가 는 U-Zr 는 U-Pu-Zr의 자료를

이용한 외삽법을 이용하여 값이나 모델을 제안하 음 각 원소들의 자료들을 수

집,분석하여 가장 합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합 에 포함되어 있는 각 원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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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에 따른 단순 합산으로 합 핵연료의 물성을 평가하 음

- 한 TRU-N 핵연료의 물성 평가도 수행하 음 TRU 함유 속핵연료 분야의

물성 연구는 미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단됨.

3.핵분열 기체 확산 거동 분석 기술

-일본은 1990년 부터 MXDORTO와 MXDTRICL의 코드를 개발하여 산화물

형태의 핵연료에 한 물성을 분자동력학 기법으로 모사함으로써 기존 실험 자

료와 비교 검증하여 핵연료 성능평가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이산화우라

늄,혼합핵연료 등을 심으로 연구하여 열팽창,열 도도 등을 분자동력학 기법

으로 구하여 발표하 으며,최근에는 불순물이 함유된 속핵연료에 해 분자동

력학 기법을 이용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미국은 최근 양자역학,MolecularDynamics(MD),MonteCarlo(MC)방법 등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핵연료(Oxide,Carbide,Nitride,Composite)

물성 노내 거동을 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특히,핵연료

성능평가를 해 MMSNF(MaterialsModelsandSimulationsforNuclearFuels)

라는 일련의 워크샵을 AFCI(AdvancedFuelCycleInitiative) 로그램의 일환으

로 추진하여 산모사 분야에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산디아 랩

(SNL)에서는 LAMMPS코드를 지속 으로 개발하여 최근에는 병렬계산을 이용

한 용량 모사를 가능하게 함.

- 국은 MOLDY라는 분자동력학 코드를 개발하 으며,오스트리아에서는 VASP

제일원리 코드를 개발하여 고성능 계산체계 병렬계산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공학 분야에 응용되고 있음.

4.물성 측정 자료 불확도 분석 기술

-연구 분야에서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한 불확도 평가는 2000년

이후 들어 시작되었음 특히 여러 가지 측정 부품이 동시에 작용하는 장비의 B형

불확도 산출은 각 부품의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도 산출이 쉽지 않음.

-최근 물성 부분의 문 학술지 등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인용할 경우 불확도를 요

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일본의 NMIJ에서 열확산도 측정에 해 불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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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I 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산모사 용 >

<물성 특성 분석을 한 산모사의 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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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국가 연구 동향
개발

단계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평가 기술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물성을 측정하 음.

-용융 ,비열과 같은 고온에서의 물성 측정

련 기구 해석하 음.

-사용후핵연료의 장과 처분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한 모의 핵연료의 물성 평가 모델

개발하 음.

-TRU함유 속핵연료의 열물성 평가를 함유량

분율을 합산으로 수행하 음.

기

응용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 기술

일본 -일본의 NMIJ에서 열확산도 측정에 해 불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 음.

-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A형,B형 불확도

평가하 음.

-최근 물성 부분의 문 학술지 등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인용할 경우 불확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응용

산모사를

이용한

물성특석 분석

기술

일본

미국

유럽

-일본 Osaka 학을 심으로 분자동력학

모사코드인 MXDRTO와 MXDTRICL등을

개발하여 핵연료의 물성 측에 연구를 꾸 히

수행하고 있음.

-2006년 Kyushu 학에서는 불순물이 함유된

속핵연료의 물성 측에도 분자동력학 기법을

수행하여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미국 AFCI 로그램의 일환으로 산학연 심의

MMSNF워크샵을 통해 산모사 기술에 한

포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미국 SNL에서는 LAMMPS코드를 개발하여

용량 분자동력학 모사를 하여 지속 으로

개발하고 있음.

- 국의 옥스퍼드 학교에서 MOLDY코드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핵연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산모사 기법을 응용하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학교에서는 VASP라는

제일원리를 모사하는 상용코드를 개발하여 격자내

양자역학 에 지 분포 등의 계산에 이용되고

있음.

응용

○ 선진국 기술 수 황 요약

(개발단계 :기 ,개발,응용,실용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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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내․외 기술 수 비교

1. 기술수 비교

시스템
정 통한 B

가는 미흡

물 측정 료
신뢰 가

기술

비 고기술 수 (기술 100 %로 시)연 내

제 원 , 
MD 기 로 물

가 전산 사 단계

전산 사
한 물 특

기술

순물
함 금 전 체
물 연 미흡

건식 가공
전 체 물 가

기술

국 내

선진국

20 %

40 %

40 %

50 %

50 %

10 %

시스템
정 통한 B

가는 미흡

물 측정 료
신뢰 가

기술

비 고기술 수 (기술 100 %로 시)연 내

제 원 , 
MD 기 로 물

가 전산 사 단계

전산 사
한 물 특

기술

순물
함 금 전 체
물 연 미흡

건식 가공
전 체 물 가

기술

국 내

선진국

국 내

선진국

20 %

40 %

40 %

50 %

40 %

50 %

50 %

10 %

○ 단계 종료후 선진국 기술 수 과의 비교

핵심기술
비교국

(기 )
국내 연구 동향

단계 종료 후

기술수 비교(%)

1단계 2단계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평가 기술

독일

캐나다

미국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열,기계,

화학,재료 물성 연구는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다양한 물성의 측정은 고온

(1900K이상)에서는 수행되지 않았음.

-U,U-Al,U-Mo,U-Si등의 우라늄

속 합 에 한 물성 연구는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TRU 다량의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된 속 환체에

한 물성 연구는 무한 상태임.

40 70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 기술

일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열팽창

측정기의 B형 불확도를 평가하 으며,

자체교정을 수행하 음.

70 90

산모사를

이용한

물성특성 분석

기술

일본 -국내에서는 분자동력학 제일원리를

기법을 이용하여 핵연료의 물성을

측하는 기술 개발은 거의 수행된 이

없음.

3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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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물성 특성 모델 개발

1.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열물성 평가

가.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한 용융 측정 특성 모델개발

-그림 3.1.1은 산화물 환체의 연소도에 따른 용융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핵

분열 생성물이 고용체를 형성하는 산화물 환체의 경우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핵

분열생성물의 양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용융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용융 모델 (연소도 함수)

TMP=-1.509BU+3120,K

2900

2950

3000

3050

3100

3150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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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up, 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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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모의 산화물 환체의 연소도에

따른 용융 변화

나.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한 산화속도 측정 특성 모델개발

(1)산화실험

-본 연구에서는 산화거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온도의 향과 건식 재

가공 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 고용체를 형성하는 성분의 향을

분석하기 해 실험을 수행하 다.

• 산화진행속도를 평가하는 척도인 산화속도

• 산화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활성화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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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화,U3O8상이 찰되는 시간인 분말화 시간(PFT,Powder

FormationTime)

• 재료의 산화 항도를 나타내는 산화유도시간(OIT,OxidationInduction

Time)

(2)실험 결과

(나)산화거동 찰

-그림 3.1.2는 모의 산화물 환체의 산화온도 별 시간에 따른 산화 분

율을 나타낸 것이다.범례에서 숫자는 온도를 나타내며,SS-1은 3at%,

SS-2는 6at%,SS-4는 12at%의 연소도에 해당하는 모의 산화물 환

체를 나타낸 것이다.723K까지의 온도범 에서는 산화반응 곡선이 UO2

-그림 3.1.3은 623K와 723K에서 UO2와 모의 산화물 환체의 산화반

응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연소도 3at%에 해당하는 모의 산화물 환체

SS-1이 가장 빨리 완 산화가 되었으며,SS-2,SS-4의 순으로 완

산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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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모의 산화물 환체의 산화온도별 시간에 따른 산화 분율

(Burn-up:SS1→3at%,SS2→6at%,SS4→12at%)



-17-

(다)산화유도시간(OxidativeInductionTime)자료생산 모델 도출

-그림 3.1.4는 온도 연소도에 따른 산화유도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산화유도시간은 지수 함수 으로 감소하며,연소도

증가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는 산화유도시간을 Arrehenius형태로 나타내기 해 연소

도 별 산화유도시간을 온도의 역수로 나타내었다.723K이상에서는

Arrehenius거동을 보이지 않아 673K까지만 나타내었으며 이를 이용하

여 연소도 별 산화유도시간 모델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 산화유도시간 모델 (온도 함수)

OITUO2=6.251×10
-8
e
10930/T

=6.251×10
-8
e
90872/RT

,hr

OITSS1=3.293×10
-8
e
11110/T

=3.293×10
-7
e
92369/RT

,hr

OITSS2=2.016×10
-8
e
11580/T

=2.016×10
-8
e
96276/RT

,hr

OITSS4=1.576×10
-8
e
13450/T

=1.576×10
-8
e
111823/RT

,hr

여기서 T는 온도,R은 기체상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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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73K 823K에서 모의 산화물 환체의 연소도별 시간에 따른 산화

분율 (Burn-up:SS-1→3at%,SS-2→6at%,SS-4→12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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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연소도 별 온도에 따른

산화유도시간

UO2 = 6.251E-08e
1.093E+01x

SS1 = 3.293E-08e
1.111E+01x

SS2 = 2.016E-0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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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 = 1.576E-0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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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온도 역수에 따른

산화유도시간

-그림 3.1.6은 온도별 산화유도시간을 연소도에 따라 나타내었다.연소

도가 증가할수록 산화유도시간은 증가하며,온도가 증가할수록 연소도에

따른 차이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은 산화유도시간을 연소도

의 함수로 나타낸 모델이다.

• 산화유도시간 모델 (연소도 함수)

OIT623=0.142B+1.290,hr

OIT673=0.038B+0.394,hr

OIT773=0.0001B+0.126,hr

여기서 B는 연소도를 나타낸다.

(라)분말화 시간(PowderFormationTime)자료생산 모델 도출

-그림 3.1.7은 연소도 별 온도에 따른 분말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723K까지의 온도범 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말화 시간이 지수

함수 으로 감소하며,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은 분말화 시간을 Arrehenius형태로 나타내기 해 연소도

별 산화유도시간을 온도의 역수로 나타내었다.723K이상에서는

Arrehenius거동을 보이지 않아 673K까지만 나타내었으며 이를 이용

하여 연소도 별 분말화 시간 모델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 분말화 시간 모델 (온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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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TUO2=6.444×10
-8
e
10810/T

=6.444×10
-8
e
89874/RT

,hr

PFTSS1=2.737×10
-8
e
11320/T

=2.737×10
-8
e
94114/RT

,hr

PFTSS2=1.187×10
-8
e
12000/T

=1.187×10
-8
e
99768/RT

,hr

PFTSS4=5.749×10
-9
e
12810/T

=5.749×10
-9
e
106502/RT

,hr

여기서 T는 온도,R은 기체상수를 나타낸다.

-그림 3.1.9는 온도 별 분말화 시간을 연소도에 따라 나타내었다.연소

도가 증가할수록 분말화 시간은 증가하며,온도가 증가할수록 연소도에

따른 차이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모델은 분말화 시간을 연

소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 분말화 시간 모델 (연소도 함수):

PFT623=0.170B+1.438,hr

PFT673=0.058B+0.380,hr

PFT723=0.007B+0.142,hr

여기서 B는 연소도를 나타낸다.

OIT(623) = 0.142 B + 1.290

OIT(673) = 0.038 B + 0.394

OIT(773) = 0.0001 B +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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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연소도에 따른 산화유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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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온도에 따른 분말화시간

UO2 = 6.444E-08e1.081E+01x

SS1 = 2.737E-08e1.132E+01x

SS2 = 1.187E-08e1.200E+01x

SS4 = 5.749E-09e1.281E+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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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온도 역수에 따른 분말화

시간

PFT(623)= 0.170 B + 1.438

PFT(673)= 0.058 B + 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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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연소도에 따른 분말화 시간



-20-

(마)산화속도 자료생산 모델 도출

-그림 3.1.10은 연소도 별 온도에 따른 산화속도를 나타낸 것이다.산

화속도는 완 산화의 약 50% 산화된 시 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므

로 이때의 산화속도를 나타낸 것이다.산화속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73K 이상에서는 온도에 따른 산화속도

의 상승 정도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1은 산화속도를 Arrehenius형태로 나타내기 해 연소도

별 산화속도를 온도의 역수로 나타내었다. 723 K이상에서는

Arrehenius거동을 보이지 않아 673K까지 범 에서 연소도 별 산화속

도 모델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 산화속도 모델 (온도 함수):

RateUO2=2.860×10
9
e
-11920/T

=2.860×10
9
e
-99103/RT

,%/hr

RateSS1=3.619×10
9
e
-12010/T

=3.619×10
9
e
-99851/RT

,%/hr

RateSS2=4.915×10
9
e
-12340/T

=4.915×10
9
e
-102595/RT

,%/hr

RateSS4=6.981×10
9
e
-13030/T

=6.981×10
9
e
-108331/RT

,%/hr

여기서 T는 온도,R은 기체상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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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연소도별 온도에 따른 산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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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온도 역수에 따른 산화

속도

-그림 3.1.12는 온도 별 산화속도를 연소도에 따라 나타내었다.연소도

가 증가할수록 산화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온도가 증가할

수록 연소도에 따른 차이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모델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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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속도를 연소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 산화속도 모델 (연소도 함수):

Rate623=-0.174B+4.188,hr

Rate673=-0.603B+14.57,hr

Rate723=-1.380B+52.33,hr

여기서 B는 연소도를 나타낸다.

(바)활성화에 지 계산 모델도출

-그림 3.1.13은 연소도에 따른 활성화에 지를 나타낸 것이다.최 산

화속도를 나타내는 약 50% 산화된 시 을 기 으로 계산한 활성화에

지와 분말화 시간을 기 으로 계산한 활성화에 지를 연소도에 따라 나

타냈다.연소도가 증가할수록 활성화에 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산화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 활성화에 지 모델 (연소도 함수):

Ea50% =0.8029B+98.255,kJ/mol

EaPFT =1.3991B+90.240,kJ/mol

여기서 B는 연소도를 나타낸다.

%/hr(623) = -0.1736B + 4.188

%/hr(673) = -0.6025B + 14.57

%/hr(773) = -1.3799B + 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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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연소도에 따른 산화속도

Ea(50%) = 0.8029x + 98.255

Ea(PFT) = 1.3991x + 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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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연소도에 따른 활성화에 지

2.핵분열 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기계물성 평가

가.크리 측정 특성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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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에 따른 핵연료의 반경방향의 응력성분 증가는 피복 에 높은 원주응력을

래한다.결과 으로 연료-피복 상호작용은 소성변형을 상당히 야기시켜 피복

의 손을 유도할 수 있다.피복 에 가능한 한 손상을 주지 않기 해 핵연료의 고

온 크리 거동은 매우 요하다.여기에서는 크리 거동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온도 응력의 향과 건식 재가공 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 함량에 따른

향을 분석하기 해 실험을 수행하 다.크리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하 다.크리 변형량은 순간변형(instantaneousstrain)을 제한 후 3%로 하 다.

• 응력 온도에 따른 정상상태 크리 변형속도 측정

• 천이응력(transitionstress) 응력지수에 따른 크리 변형 구간 율속

메커니즘 분석

• 율속 메커니즘에서의 크리 활성화에 지 도출

(1)천이응력, 응력지수,

표 3.1.1에 온도에 따른 천이응력 응력지수를 나타내었다.첨가량에

계없이 천이응력은 온도 1773K에서는 약 60MPa,그리고 온도 1973K에

서는 약 30MPa로 나타났다. 한 천이응력에 따라 각각의 구간에서 구한

응력지수로부터 응력 구간에서는 확산 크리 가 그리고 고응력구간에서는

상승 크리 가 율속기구로 나타났다.

천이응력,(MPa) 응력지수,

1773K 1973K 1773K 1973K

UO2 59 31 2.73 8.24 1.43 4.78

SS-1 65 32 2.00 6.19 0.82 3.64

SS-2 56 34 1.26 5.96 0.56 5.37

SS-4 51 28 0.78 5.77 0.41 4.66

표 3.1.1.온도에 따른 천이응력 응력지수

(2)크리 활성화에 지

천이응력 미만 과하는 응력(25.4MPa 68.7MPa)에서 온도에 따른

크리 활성화에 지,를 구하여 표 3.1.2에 각각 나타내었다.크리 활성

화에 지는 응력구간에서 약 95kcal/mole,그리고 고응력 구간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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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kcal/mole로 나타났다. 응력 구간에서는 SS-2의 활성화에 지가 작게

나타났으며,고응력구간에서는 SS-4의 활성화에 지가 작게 나타났다.

크리 활성화에 지 (kcal/mole)

응력 :25.4MPa(<) 응력 :68.7MPa(>)

UO2 96.5 125.8

SS-1 92.8 128.9

SS-2 84.6 128.5

SS-4 95.6 116.5

표 3.1.2.천이응력 미만 과 응력에서의 크리 활성화에 지

(3)크리 변형속도 모델 식

모의 산화물 환체의 첨가량에 따른 응력지수와 크리 활성화에 지를

구하 으며,크리 변형속도 모델식을 다음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

다.

-UO2인 경우

UO
 A∼exp kcalmoleRT

B∼exp kcalmoleRT

-SS-1인 경우

SS A
∼exp kcalmoleRT

B∼expkcalmoleRT

-SS-2인 경우

SS A∼expkcalmoleRT

∼exp kcalmoleRT

-SS-4인 경우

SS A∼expkcalmoleRT

B
∼exp kcalmo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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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복응력 측정 특성 모델 개발

(1)온도에 따른 항복응력

첨가량 온도 변화에 따른 항복응력을 그림 3.1.14에 나타내었다.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항복응력은 선형 으로 감소하고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항복응력이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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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온도에 따른 항복응력

(2)항복응력 모델 식

모의 산화물 환체의 항복응력()모델식을 온도()의 함수로 구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 UO2의 경우 :UO
 T (kg/mm

2
)

• SS-1인 경우 :SS T (kg/mm
2
)

• SS-2인 경우 :SS T (kg/mm2)

• SS-4인 경우 :SS T (kg/m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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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탄성 계수 측정 모델 식

(1)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탄성계수,E는 Hooke의 법칙에서 기울기로 다음 식과 같이 구한다.

E  



여기서 는 작용 응력(kg/mm2),는 변형량 이다.

그림 3.1.15에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를 조성별로 나타내었다.탄성계수는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하 으며,첨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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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2)탄성계수 모델 식

모의 산화물 환체의 첨가량에 따른 탄성계수를 항복응력과 변형량 간의

기울기로부터 구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다.

• UO2의 경우 :EUO
 T (kg/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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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1인 경우 :ESS T (kg/mm2)

• SS-2인 경우 :ESS T (kg/mm
2
)

• SS-4인 경우 :ESS T (kg/mm2)

3.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 평가

가.열팽창 측정 모델개발

-그림 3.1.16은 Ce Nd함유 모의 재가공 산화물 환체와 UO2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 특성을 기 길이에 한 길이 변화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여

기서 Ce1,Ce2,Ce4 Nd1,Nd2,Nd4의 연소도 30,000,60,000

120,000MWd/tU 사용후핵연료의 모의 산화물 환체를 나타낸 것이다.Ce

Nd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열팽창이 순수 UO2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불순물 함량이 많을수록 열팽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불순물로 인

해 결합력이 약해져서 열팽창이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4가의 고용체

를 형성하는 Nd함유 산화물 환체의 열팽창이 4가의 고용체를 형성하는 Ce함

유 산화물 환체의 열팽창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이로부터 4가의 고용체를 형

성하는 Ce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3가의 고용체를 형성하는 Nd가 포함되어 있

을 경우보다 결합력이 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열팽창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열팽창 모델을

제시하 다.

• Ce함유 모의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열팽창 (온도 함수):

dL/L(%):1.199×10-7T2+1.002×10-3T-0.344(Ce1)

dL/L(%):1.107×10-7T2+1.050×10-3T-0.352(Ce2)

dL/L(%):1.003×10-7T2+1.130×10-3T-0.376(Ce4)

• Nd함유 모의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열팽창 (온도 함수):

dL/L(%):1.249×10-7T2+0.955×10-3T-0.329(Nd1)

dL/L(%):1.452×10-7T2+0.915×10-3T-0.317(Nd2)

dL/L(%):1.715×10-7T2+0.905×10-3T-0.307(Nd4)

여기서 dL은 온도변화에 따른 길이변화(mm),L은 기길이(mm),T는

온도(K)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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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온도에 따른 순간 열팽창계수,α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T는 온도(K),LT는 온도 T에서의 길이(mm),L298은 온도 298K에서

길이(mm)를 나타낸다.

-그림 3.1.17과 3.1.18은 각 온도에서의 순간 열팽창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 다.본 연구의 열팽창 데이터로부터 열팽창 순

간 열팽창계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Ce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

α (K-1)=2.149×10-4T+0.869(Ce1)

α (K-1)=1.864×10-4T+0.948(Ce2)

α (K-1)=1.598×10-4T+0.105(Ce4)

• Nd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

α (K-1)=2.359×10-4T+0.804(Nd1)

α (K-1)=2.225×10-4T+0.818(Nd2)

α (K-1)=2.358×10-4T+0.843(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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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Ce,Nd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 UO2의 열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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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Ce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

의 순간 열팽창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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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Nd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순간 열팽창계수

-열팽창 실험 체 온도 범 에서 평균 열팽창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L298은 298K에서,L1773은 1773K에서의 길이(mm)를 나타낸다.

-본 연구로부터 Ce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 Ce1,Ce2,Ce4의 평균 열팽

창계수로 1.212×10
-5
K
-1
, 1.246×10

-5
K
-1

1.314×10
-5
K
-1
를 구하 으며,

Nd 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 Nd 1,Nd 2,Nd 4의 평균 열팽창계수로

1.172×10
-5
K
-1
,1.179×10

-5
K
-1

1.233×10
-5
K
-1
를 구하 다.

-열팽창에 따른 도변화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여기서 ρ(T)와 ρ(298)은 온도 T와 298K에서의 도(g/cm
3
),LT와 L298은

온도 T와 298K에서 길이(mm)를 나타낸다.

-그림 3.1.19,3.1.20은 열팽창에 따른 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불순물

의 함량이 많을수록 도변화가 크게 나타났다.온도가 1500℃까지 증가함

에 따라 Ce-1,Ce-2,Ce-4의 도는 기 도의 94.82%,94.68%,94.40% 까

지 어들었으며,Nd-1,Nd-2,Nd-4의 도는 기 도의 94.98%,94.96%,

94.73% 까지 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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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로부터 온도변화에 따른 도변화를 다음과 같이 2차 다항식의

모델로 제시한다.

• Ce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열팽창에 의한 도변화 :

ρ(T)/ρ(298)=-2.610×10-9T2-3.083×10-5T+1.010(Ce1)

ρ(T)/ρ(298)=-2.297×10-9T2-3.230×10-5T+1.011(Ce2)

ρ(T)/ρ(298)=-1.881×10-9T2-3.476×10-5T+1.011(Ce4)

• Nd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의 열팽창에 의한 도변화 :

ρ(T)/ρ(298)=-2.820×10-9T2-2.938×10-5T+1.010(Nd1)

ρ(T)/ρ(298)=-3.401×10-9T2-2.824×10-5T+1.010(Nd2)

ρ(T)/ρ(298)=-4.091×10-9T2-2.803×10-5T+1.009(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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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Ce함유 모의 산화물 환체

의 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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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건식 재가공 속 환체의 물성 특성 모델 개발

1.재가공 속 환체의 열물성 평가

가.모의 속 환체를 이용한 비열 모델개발

-그림 3.2.1은 재가공 속 환체의 온도에 따른 비열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여

기서 SM-1,SM-2 SM-3는 연소도 35,000,55,000 80,000MWd/tU 사용후

핵연료의 모의 속 환체를 나타낸 것이다.연소도 증가 즉,불순물의 양이 많을

수록 비열 값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이는

불순물의 양이 어 체 비열에 미치는 향이 은 것으로 단된다.모의

속 환체의 온도에 따른 비열모델은 다음과 같다.

• 비열 모델 (온도 함수):

Cp(J/g-K)=1.259×10
-7T2-8.241×10-5T+0.1371(SM-1)

Cp(J/g-K)=1.591×10
-7T2-1.181×10-4T+0.1467(SM-2)

Cp(J/g-K)=1.811×10
-7T2-1.439×10-4T+0.1542(SM-3)

여기서 Cp는 정압비열(J/g-K),T는 온도(K)를 나타낸다.

나.모의 속 환체를 이용한 열팽창 모델개발

-그림 3.2.2은 재가공 속 환체의 온도에 따른 열팽창 특성을 기 길이에

한 길이 변화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여기서 SM-1,SM-2 SM-3는 연소

도 35,000,55,000 80,000MWd/tU 사용후핵연료의 모의 속 환체를 나타낸

것이다.모의 속 환체의 열팽창이 속우라늄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불

순물 함량이 많을수록 열팽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도에 따른 순간 열

팽창계수(α)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T는 온도(K),LT는 온도 T에서의 길이(mm),L298은 온도 298K에서

길이(mm)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열팽창 자료로부터 열팽창 모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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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팽창 모델 (온도 함수):

dL/L(%):7.765×10
-7
T
2
+1.159×10

-3
T-0.4434(SM-1)

dL/L(%):1.156×10
-6
T
2
+9.589×10

-4
T-0.4180(SM-2)

dL/L(%):1.715×10
-6
T
2
+5.195×10

-4
T-0.3302(SM-3)

여기서 dL은 온도변화에 따른 길이변화(mm),L은 기길이(mm),T는 온

도(K)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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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속 환체의 비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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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온도에 따른 열팽창

-그림 3.2.3은 각 온도에서의 순간 열팽창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 증가에 따

라 증가하 다.본 연구의 열팽창 데이터로부터 열팽창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온도 함수):

α (K-1)=1.586×10-3T+1.050(SM-1)

α (K-1)=2.286×10-3T+0.844(SM-2)

α (K-1)=3.867×10-3T+0.111(SM-3)

여기서 α 는 순간 열팽창 계수(K-1)를 나타내며,T는 온도(K)를 나타낸다.

-열팽창 실험 체 온도 범 에서 평균 열팽창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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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298은 온도 298K에서,L873은 온도 873K에서의 길이(mm),T는

온도(K)를 나타낸다.

본 연구로부터 속 환체 SM-1,SM-2 SM-3의 평균 열팽창계수로

2.3452×10
-5
K
-1
,4.0116×10

-5
K
-1

6.4031×10
-5
K
-1
를 구하 다.

- 속 환체의 열팽창에 따른 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ρ(T)와 ρ(298)은 온도 T와 298K에서의 도(g/cm
3
),LT와 L298은

온도 T와 298K에서 길이(mm)를 나타낸다.

-그림 3.2.4는 열팽창에 따른 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불순물의 함량이 많

을수록 도변화가 크게 나타났다.온도가 600℃까지 증가함에 따라 SM-1,

SM-2 SM-3의 도는 기 도의 96.6%,96.2%,95.8% 까지 어들었다.본

연구로부터 온도변화에 따른 도변화를 다음과 같이 2차 다항식의 모델로 제시

한다.

• 도변화 모델 (온도 함수):

ρ(T)/ρ(298)=-2.031×10-8T2-3.692×10-5T+1.014(SM-1)

ρ(T)/ρ(298)=-3.077×10-8T2-3.167×10-5T+1.013(SM-2)

ρ(T)/ρ(298)=-4.634×10-8T2-1.958×10-5T+1.011(SM-3)

여기서 ρ(298)는 온도 298K에서,ρ(T)는 온도 T(K)에서의 도(g/cm3)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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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온도에 따른 도변화

다.열확산도 측정 모델개발

-그림 3.2.5는 재가공 속 환체의 온도에 따른 열확산도 특성을 나타낸 것이

다.여기서 SM-1,SM-2 SM-3는 연소도 35,000,55,000 80,000MWd/tU

사용후핵연료의 모의 속 환체를 나타낸 것이다.모의 속 환체의 열확산도

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으며,연소도가 증가할수록,즉 불순물 함량이

많을수록 열확산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모의 속 환체의 온도가 증가

할수록 자유 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열에 지의 운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

다. 한 불순물이 많아지면 열확산에 방해가 되는 결함 등이 많아져 자의 이

동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으로 단된다.본 연구로부터 얻은 열확산도 데이터로

부터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하 다.

• 열확산도 모델 (온도 함수):

α (cm
2
/s):6.413×10

-5
T+0.08904(SM-1)

α (cm
2
/s):5.759×10

-5
T+0.08290(SM-2)

α (cm
2
/s):4.837×10

-5
T+0.07877(SM-3)

여기서 α는 열확산도(cm2/s),T는 온도(K)를 나타낸다.

-열 도도(k)는 다음과 같이 도(ρ),비열(Cp),열확산도(α)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k=ρ․α․Cp

-그림 3.2.6은 본 연구로부터 구한 도,비열,열확산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열

도도를 나타낸 것이다.열확산도와 유사하게 온도증가에 따라 증가하고,불순물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이는 열 도도에 미치는 변수들 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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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도의 향이 가장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본 연구로부터 계산한 열 도도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하 다.

• 열 도도 모델 (온도 함수):

k=2.970×10
-4
T+0.1418(SM-1)

k=2.734×10
-4
T+0.1296(SM-2)

k=2.481×10
-4
T+0.1281(SM-3)

여기서 k는 열 도도(W/m-K),T는 온도(K)를 나타낸다.

0

0.05

0.1

0.15

0.2

300 400 500 600 700 800 900

Temperature, K.

c
m

2
/s

SM-1

SM-2

SM-3

그림 3.2.5. 속 환체의 열확산도

0

0.2

0.4

0.6

300 400 500 600 700 800 900

Temperature, K.

W
/c

m
-K

SM-1

SM-2

SM-3

U-metal

그림 3.2.6. 속 환체의 열 도도

라.산화속도 측정 모델 개발

-그림 3.2.7은 재가공 속 환체의 온도에 따른 산화거동을 나타낸 것이다.여

기서 SM-1,SM-2 SM-3는 연소도 35,000,55,000 80,000MWd/tU 사용후

핵연료의 모의 속 환체를 나타낸 것이다.온도가 증가할수록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M2와 SM3의 경우 500℃에서 기산화는 400℃에

서보다 빠르게 나타났으나 일정시간 후에는 400℃의 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

다.이는 UO2의 경우처럼 고온에서 소성이 증가하여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 산화

에 한 항 역활을 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림 3.2.8은 재가공 속 환체의 산화속도를 온도의 역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모의 속 환체의 산화속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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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속도 모델 (온도 함수):

dw/dt(mg/cm
2
-min.)=3.774×10

6
e
-85.05/RT

(SM-1)

dw/dt(mg/cm
2
-min.)=1.690×10

7
e
-91.62/RT

(SM-2)

dw/dt(mg/cm
2
-min.)=2.725×10

7
e
-93.03/RT

(SM-3)

여기서 dw/dt는 산화속도,R은 기체상수,T는 온도를 나타낸다.

-산화속도 모델식으로부터 SM-1,SM-2 SM-3의 산화에 한 활성화 에

지를 각각 85.05,91.62,93.03kJ/mol-K로 구하 다.

-그림 3.2.9는 재가공 속 환체의 연소도에 따른 산화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모의 속 환체의 산화속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연소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산화속도 모델 (연소도 함수):

dw/dt(mg/cm2-min.)=0.0045B+0.0457(573K)

dw/dt(mg/cm
2
-min.)=0.0396B+0.2033(623K)

dw/dt(mg/cm
2
-min.)=0.1356B+0.4072(673K)

여기서 dw/dt는 산화속도,B는 연소도(at%)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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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속 환체 종류별 온도에 따른 산화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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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건식 재가공 환체내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1.하나로 조사조건에서의 확산계수 코드분석

가.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배경

(1) 속 환체의 결함 형성 산모사 평가 결과

표 3.3.1과 표 3.3.2는 산모사에 의해 우라늄에서 결함 형성에 지와 지

논의 이동에 지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 1.39eV와 1.58eV으로

계산되었다.불순물의 원자가에 한 향을 분석하기 해 우라늄 격자에 3

가 이온의 표로 Nd원소,4가 이온은 Ce,5가 이온은 Ba가 각각 우라늄

신에 치하고 있을 경우를 가정하 다.그 결과 Nd가 불순물로 있는 경

우 결함 형성에 지는 0.85eV,지논의 이동에 지는 1.93eV로 얻었고 Ce

의 경우는 결함 형성에 지는 0.95eV이며 지논의 이동에 지는 1.85eV로

얻었으며,Ba의 경우 결함 형성에 지는 0.62eV,지논 이동에 지는 2.09

eV로 나타났다. 속우라늄에 TRU핵종이 함유된 경우에 해서도 결함 형

성에 지와 지논의 이동에 지를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와 같이 계산하 다.

표 3.3.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주로 고려한 TRU 핵종은 Np,Pu,Am으로

제일원리계산을 해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에서 포텐셜을 제공받아 계산하

다.우라늄의 결함 생성에 지와 비교하면 U+Np의 경우 약 21% 감소한

1.10eV를 보이고,U+Pu U+Am은 유사하게 19% 감소한 1.14eV의 값을

나타내었다.지논의 이동에 지의 경우 순수한 우라늄의 경우보다 TRU의

향으로 지논이 이동하는데 보다 많은 에 지가 필요한데 U+Np의 경우

13% 증가한 1.78eV,U+Pu의 경우 9% 증가한 1.72eV,U+Am의 경우 약

7% 증가한 1.69eV로 각각 평가되었다. 반 으로 TRU가 함유된 경우 결

함 형성에 지와 지논의 이동에 지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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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Charge

(C)

Bulk

Modulus

(GPa)

FermiEnergy

(eV)

BandEnergy

(eV)

FreeEnergy

(eV)
E_V

U

U-V

U+Nd

U+Nd-V

U+Ce

U+Ce-V

U+Ba

U+Ba-V

117.4

100.0

113.3

96.4

113.4

96.7

112.8

95.9

87.5

31.9

113.7

74.6

107.9

69.4

129.6

85.3

20.6

17.7

20.7

17.9

20.3

17.4

19.5

16.6

615.3

277.9

624.6

292.9

583.3

254.1

488.0

176.2

-93.6

-82.4

-68.7

-62.0

-71.7

-64.1

-59.9

-54.9

-

1.39

-

0.85

-

0.95

-

0.62

표 3.3.1.U의 산모사 계산 결과 결함 형성에 지

Cases
Charge

(C)

BulkModulus

(GPa)

Fermi

Energy

(eV)

Band

Energy(eV)

FreeEnergy

(eV)
E_m

U+Xe*

U+Xe-V**

U+Nd+Xe

U+Nd+Xe-V

U+Ce+Xe

U+Ce+Xe-V

U+Ba+Xe

U+Ba+Xe-V

137.0

108.0

133.0

104.2

133.0

104.4

132.4

103.7

574.9

111.2

600.0

135.1

594.3

129.0

618.6

149.1

21.0

18.6

21.2

18.8

20.0

17.4

19.5

16.6

668.1

405.7

676.4

418.3

632.5

377.5

529.8

291.3

102.5

-69.8

130.3

-46.5

127.4

-49.3

139.4

-38.2

24.5

1.58

24.9

1.93

24.9

1.85

24.9

2.09

표 3.3.2.U의 산모사 계산 결과 Xe의 이동에 지

*지논이 격자간에 치하고 있는 경우,
**격자간의 지논이 이동하여 우라늄 공공으로 이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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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Charge

(C)

Bulk
Modulus

(GPa)

Fermi
Energy

(eV)

Band
Energy

(eV)

Free
Energy

(eV)

E_Vor
E_m
(eV)

U 117.4 87.5 20.6 615.3 -93.6 -

U-V 100.0 31.9 17.7 277.9 -82.4 1.40*

U+Np 118.3 84.0 21.0 680.3 -81.3 -

U+Np-V 100.9 64.3 18.1 333.1 -72.5 1.10

U+Pu 119.5 98.4 20.9 681.3 -83.0 -

U+Pu-V 102.1 62.2 18.0 332.6 -73.9 1.14

U+Am 130.8 97.7 20.8 682.9 -84.3 -

U+Am-V 110.4 61.6 17.9 332.6 -75.2 1.14

U+Xe-V 108.0 111.2 18.6 405.7 -69.8 1.58**

U+Np+Xe-
V 109.0 124.5 19.0 464.1 -58.2 1.78

U+Pu+Xe-
V 110.2 120.9 18.9 464.0 -60.1 1.72

U+Am+Xe
-V 120.949 119.5 18.8 464.6 -61.7 1.69

표 3.3.3.U-TRU의 산모사 계산 결과

*결함 형성에 지,**지논의 이동에 지

나.확산계수 코드 개발

(1)AKMC (AtomisticKineticMonteCarlo)를 이용한 확산거동 알고리듬

개발

몬테칼로(MonteCarlo)방법은 랜덤변수를 생성하여 입자의 운동 반응

을 확률론 으로 모사하는 방법으로 치,방향,에 지 등을 결정할 때 랜

덤변수를 생성하여 이용한다.주로 성자, 자,양성자, 자 등의 입자와

공공,포논 등 비입자에 하여 범 하게 용된다.KMC(KineticMonte

Carlo)방법은 기존의 몬테칼로 방법에 추가하여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상

계도 고려한다 [3.3.1]. 한 온도에 한 변동도 고려하며 1×106～1×107

원자들에 해 용이 가능하며 매우 긴 CPU 시간을 요구한다.그러나 이

방법은 재료의 나 조 화와 같은 복합 인 상에 해서는 처리하기가

힘든 단 이 있다.AKMC(AtomisticKineticMonteCarlo)방법은 기존의

KMC방법의 단 을 보완한 방법으로,상변화를 고려한 동특성 계산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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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열 경화(thermalageing)나 확산 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결

함 확산 모델로 기존 KMC방법의 단 인 혼합된 상에 해서도 용이

가능하다 [3.3.2].주로 이러한 KMC나 AKMC방법은 재료의 방사성에 의한

거동 분석에 리 이용되어 왔다.여기서 확산 모델에 용하기 해 공공

(vacancy)의 이동을 이용하는데 주로 단일 공공만을 이용하는 수 이며 다

공공에 한 모델은 복잡하고 시간 변수와 혼재되어 있어 연구 에 있

다.본 연구에서는 공공(vacancy)의 이동을 심으로 한 AKMC방법을 이

용하여 유한한 온도에서 공공의 이동을 지논의 이동으로 가정하 다.공공의

운동은 격자에서 격자 이동과 그 자리에서의 진동 두 가지로 가정하 다.그

림 3.3.1은 속 환체에서 지논의 확산 거동을 평가하기 한 AKMC코드

의 계산 알고리듬을 보여주고 있다.우선 기 입력을 바탕으로 공공을 한쪽

면에서 시작하여 진동과 이동의 운동으로 모사하는데 이를 랜덤변수를 산출

하여 확률로 선택한다.그 자리에서 유지하는 경우 유지 시간만을 산정하며

이동하는 경우 주 원소의 치를 고려하여 랜덤하게 이동시킨 후 가장 가

까운 공공으로 이동하게 하 다.이를 계속 반복하여 공공이 격자의 표면으

로 방출되면 방출비를 산정할 수 있고 Booth이론을 이용하면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그림 3.3.2 그림 3.3.3참조)

그림 3.3.1.지논의 확산거동 평가를 한 AKMC코드의 계산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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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지논의 확산거동을 모사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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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산모사에 의한 지논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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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모사를 통한 속 환체의 확산계수 측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AKMC 방법을 이용하여 속우라늄에서 지논의

확산계수를 산출하는 코드는 병렬 알고리듬을 채택하여 용량 계산이 가능

하게 하 으며,사용자 편의 입력을 제공하고 있다.이 로그램 편의상

AKMC-XEU로 명명하 으며,C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MPICH병렬 소 트

웨어를 이용하고 있다.총 랜덤운동 횟수는 1×10
8
이고 로그램 실행은 리

스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총 8개의 CPU에서 수행되었다.입자의 진동에 한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온도는 1000K로 가정하 다.우라늄 사방정계의

결정크기는 4×4×4로 정하 고 비교를 하기 해 진동 에 지는 문헌의 값을

기 로 하여 1.0eV로 정하 다.그리고 공공의 생성에 지와 지논의 이동에

지를 이용하여 각각 공공 지논의 속우라늄의 다 격자에서의 확산

계수를 산출하여 표 3.3.4에 나타내었다.우라늄의 경우,지논의 확산계수는

3.73×10
-14
cm

2
/s로서,문헌의 값(1.0×10

-14
～1.0×10

-13
cm

2
/s)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일반 으로 자의 향이 온확산에서 지배 이므로 산모사의

경우 이론값과 실험값과 비교하면 외부 향을 덜 받기 때문에 확산계수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단된다.

Case
MigrationenergyofXe

(eV)
Diffusioncoefficient

(cm
2
/s)

U 1.58 3.73E-14

U+Nd 1.93 2.22E-13

U+Ce 1.85 6.14E-14

U+Ba 2.09 1.77E-14

U+Np 1.78 2.90E-14

U+Pu 1.72 2.99E-14

U+Am 1.69 2.95E-14

표 3.3.4.AKMC코드를 이용한 확산계수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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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모사를 통한 산화물 환체의 확산계수 측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AKMC방법을 이용하여 이산화우라늄에서 지논의

확산계수를 산출하는 코드는 병렬 알고리듬을 채택하여 용량 계산이 가능

하게 하 으며,사용자 편의 입력을 제공하고 있다.이 로그램 편의상

AKMC-UO2로 명명하 으며,C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MPICH 병렬 소 트

웨어를 이용하고 있다.총 랜덤운동 횟수는 1×10
8
이고 로그램 실행은 리

스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총 8개의 CPU에서 수행되었다.입자의 진동에 한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온도는 1600K로 가정하 다.이산화우라늄의 면

심입방구조의 결정크기는 2×2×2로 정하 고 비교를 하기 해 진동 에 지

는 문헌의 값을 기 로 하여 1.0eV로 정하 다.그리고 공공의 생성에 지

와 지논의 이동에 지를 이용하여 각각 공공 지논의 속우라늄의 다

격자에서의 확산계수를 산출하여 표 3.3.5에 나타내었다.이산화우라늄의 경

우,지논의 확산계수는 3.19×10
-18
cm

2
/s로서,문헌의 값(1.0×10

-18
～1.0×10

-17

cm
2
/s)을 비교하면 비교 일치하게 나타났다 [3.3.3,3.3.4].그리고 불순물이

들어간 경우는 결정구조에 하나의 우라늄을 신하여 La,Ce,Ba가 침투된

것으로 가정하 기에 그 향이 크지 않고 3.02×10
-18
cm

2
/s에서 3.04×10

-18

cm
2
/s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Case
Defectformationenergyof

U(eV) Diffusioncoefficient (cm
2
/s)

UO2 4.5 3.19E-18

UO2+La 8.4 3.04E-18

UO2+Ce 6.9 3.02E-18

UO2+Ba 7.5 3.03E-18

표 3.3.5.AKMC코드를 이용한 이산화우라늄의 확산계수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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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1.산화속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산화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가.산화속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산화속도 시험은 주로 TGA (ThermogravimetryAnalyzer)를 이용하여 수행

되는데 온도나 시간의 함수로 시료의 무게변화를 측정한다.시스템 교정을 해

서는 표 물질을 이용하여 시스템 체를 교정할 수 있고 열 와 같은 주요

구성 부품을 분해하여 교정할 수 있다.산화속도 시험을 한 인증 표 물질을

구하기 힘들고 일부 장비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물질이 있으나 이는 소 성이

없어서 참고용으로 이용된다.본 연구에서는 산화속도를 측정할 때 주된 향을

주는 열 와 무게의 기 인 분동을 교정하여 시스템교정으로 불확도 평가를

수행하 다 [3.4.1,3.4.2].

나.산화속도 실험자료의 불확도 평가

평균 산화속도는 일정 시간동안의 무게 변화를 시간으로 나 어 정의하며 다

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





×

여기서  :최종 무게 (mg)

 : 기 무게 (mg)

 :열 의 교정인자

∆ :시간 변화 (hr)

(1)불확도 인자

(가) 기 무게 ()

- 울의 불확도 ()

표 시료인 분동 (1g)의 교정 결과,B형

- 울의 분해능 ()

TGA내의 울의 최소 분해능,B형

-합성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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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자유도()

   ∞

 
 

 




∞

(나)최종 무게 ()

- 울의 불확도 ()

표 시료인 분동 (1g)의 교정 결과,B형

- 울의 분해능 ()

TGA내의 울의 최소 분해능,B형

-반복 측정에 의한 표 오차 ()

TGA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표 오차,A형


  

   
 
  



  
  

-합성불확도

 
 

 
 

-유효 자유도()

   ∞,   

 

 

 
 




 





(다)열 의 교정인자 ()

-열 의 교정인자:열 교정 성 서 결과,B형

-자유도( )=무한 (∞)

(2)합성 불확도 산출

(가)산화속도 시험의 합성 불확도

합성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하며 유효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여기서,감도계수는 열 량 실험식을 편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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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유효 자유도 ()



 
 


 

 
 

 




(3)산화속도 시험의 확장 불확도

확장 불확도는 에서 구한 유효 자유도를 이용하여 t분포 표의 신뢰구간

(약 95%)에 해당하는 자유도 column에 나타난 k값을 곱하여 산출한다.그

림 3.4.1은 산화속도 시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신뢰수 약 95%)

그림 3.4.1.산화속도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불확도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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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hr)
산화속도 (1/hr)

1회 2회 3회 평균 표 오차 확장불확도

0.08 4.9783E-026.0548E-025.1817E-025.4050E-023.3020E-031.4252E-02

0.17 7.8273E-028.6332E-028.2359E-028.2321E-022.3266E-031.0077E-02

0.25 9.4714E-029.7887E-029.9411E-029.7338E-021.3835E-036.0937E-03

0.33 1.0181E-011.0256E-011.0622E-011.0353E-011.3618E-036.0141E-03

0.42 9.3319E-029.2277E-029.2403E-029.2666E-023.2858E-041.0584E-03

0.50 7.8609E-027.7561E-027.7892E-027.7892E-023.5889E-041.1932E-03

표 3.4.1.산화속도 실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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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무게이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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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도 인자 값 불확도 유형

기 무게 ()

-분동 교정 ()

- 울 분해능 ()

자유도 ()

감도계수 (),1/hr

1.0050E-02

1.0000E-02

1.0000E-03

∞

-2.5534E-03

B형

B형

최종 무게 ()

-분동 교정 ()

- 울 분해능 ()

-반복 측정 ()

자유도

감도계수 (),1/hr

1.4638E-01

1.0000E-02

1.0000E-03

1.4603E-01

2.0004E+00

2.4577E-03

B형

B형

A형

열 교정 ()

자유도 ()

감도계수 (),1/hr

3.0000E-03

∞

7.7892E-02

B형

합성불확도 (),1/hr

유효자유도 ()

4.2975E-04

4.1113E+00

평균산화속도,1/hr

확장불확도 (),1/hr

포함인자 ()

7.7892E-02

1.1932E-03

2.78

표 3.4.2.산화속도 실험의 불확도 요약표 (0.5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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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산화속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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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열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가.비열 실험장비의 시스템 교정

비열 시험에 사용된 DSC (DifferentialScanningCalorimeter)는 온도의 함수

로 시료의 열량 변화를 측정한다.DSC의 B형 불확도를 구하기 해 불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열량, 기무게 등이다.이 무게 측정에 향을 미

치는 울의 경우 교정이 가능하나,시스템 내부에 장착되어있는 온도계,열량계

등은 교정이 불가능하다.따라서 표 물질을 이용한 시스템교정을 통하여 B형

불확도를 산출한다.즉,표 물질을 반복 측정한 (비열값±A형 불확도)와 표 물

질 공 기 에서 제시한 (비열값±확장 불확도)의 불확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교정인자인 합성 불확도를 구한다.이 방법은 시스템 체에 한 불확도를 포

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다른 시험법에도 쉽게 용할 수 있다.표

물질로 사 이어를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하 다.

나.비열 실험자료의 불확도 평가

비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


×

여기서  :온도 에서의 열량 (J), : 기 무게 (g), :시스템 교정

인자,∆ :온도 차이(K)

(1)불확도 인자

(가) 기 무게 ( )

- 울의 불확도 ( ):표 시료인 분동 (1g)의 교정 결과,B형

- 울의 분해능 ( ):DSC내의 울의 최소 분해능,B형

-합성 불확도

 
 
 

 

-유효 자유도 ()

   ∞   
 

  

 


∞

(나)열량 ()

-반복 측정에 의한 표 오차 ():DSC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표

오차,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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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자유도()

   

(다)시스템의 교정인자 ()

-표 물질의 불확도 ():표 물질 성 서 결과,B형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 ():표 물질을 이용 회 반복측정으로

교정,A형


  

   
 
  



 
  

-합성 불확도

 

 

 

-자유도 ( )

 ∞,   ,  
 

 




(2)합성 불확도 산출

(가)비열 시험의 합성 불확도

합성 불확도와 유효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여기서,감도계수는 비열 식을 편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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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자유도 ()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3)비열 시험의 확장 불확도

확장 불확도는 에서 구한 유효 자유도를 이용하여 t분포 표의 신뢰구간

(약 95%)에 해당하는 자유도 column에 나타난 k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신뢰수 약 95%)

그림 3.4.4는 비열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그림 3.4.5는

표 물질을 반복측정하여 구한 비열 값을 나타낸 것이다.시스템 교정인자

에 의한 불확도와 모의 속 환체의 비열 측정값의 불확도,감도계수,합성

불확도 확장 불확도를 평가하여 표 3.4.3에 나타내었다.

그림 3.4.4.비열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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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표 물질의 비열 변화

표 3.4.3.비열 시험 결과 불확도

온도

(℃)

비열

(J/(gK))

불확도 감도계수
합성
불확도

포함
인자

확장
불확도

u_m

(g)

u_Q/T

(J/K)
u_f

C_m

(J/(g2K))

C_Q/T

(1/g)

C_f

(J/(gK))

u

(J/(gK))
k

U

(J/(gK))

50 0.127 7.64E-63.33E-44.30E-3 -4.66 0.287 0.125 5.49E-04 2.0 1.10E-03

60 0.127 7.64E-63.48E-44.37E-3 -4.76 0.192 0.125 5.53E-04 2.0 1.11E-03

70 0.127 7.64E-63.86E-44.45E-3 -4.86 0.144 0.125 5.58E-04 2.0 1.12E-03

80 0.126 7.64E-64.24E-44.54E-3 -4.95 0.115 0.124 5.66E-04 2.0 1.13E-03

90 0.126 7.64E-64.49E-44.60E-3 -5.04 0.0959 0.124 5.71E-04 2.0 1.14E-03

100 0.126 7.64E-64.39E-44.70E-3 -5.12 0.0822 0.124 5.86E-04 2.0 1.17E-03

200 0.131 7.64E-65.09E-45.62E-3 -5.76 0.0340 0.128 7.21E-04 2.0 1.44E-03

300 0.122 7.64E-63.78E-46.32E-3 -6.15 0.0215 0.119 7.54E-04 2.0 1.51E-03

400 0.115 7.64E-65.01E-46.98E-3 -6.42 0.0157 0.112 7.84E-04 2.0 1.57E-03

500 0.064 7.64E-68.84E-48.13E-3 -6.61 0.0124 0.0615 5.03E-04 2.0 1.01E-03

550 0.074 7.64E-61.11E-38.28E-3 -6.69 0.0113 0.0713 5.93E-04 2.0 1.19E-03



-53-

3.열팽창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가.열팽창 실험장비의 시스템 교정

열팽창 시험에 사용된 Dilatometer는 온도변화에 따른 시료의 길이 팽창을 측

정한다.이러한 Dilatometer시스템의 B형 불확도를 구하기 해 불확도에 향

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온도와 길이이다.물론 시료의 결정구조에 따라 이방성

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등방성 열팽창 시료로 가정하 다. 기길이는

실험실의 온도와 그에 따른 열팽창률,측정자의 교정성 서,측정자의 분해능 등

이 불확도의 요인으로 고려된다.최종길이는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만을

고려하여도 충분하다.그 외 Dilatometer시스템 각 부품에 한 불확도 요인을

찾아내야 하지만 고가의 시스템으로 조립 분해가 여의치 않으며 시스템의 건

성을 유지하기 해 표 물질을 이용한 시스템교정을 통하여 B형 불확도를 산

출한다.즉,표 물질을 반복 측정한 (열팽창값±A형 불확도)와 표 물질 공 기

에서 제시한 (열팽창값±확장 불확도)의 불확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교정인자

인 합성 불확도를 구한다.이 방법은 시스템 체에 한 불확도를 포 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다른 시험법에도 쉽게 용할 수 있다.표 물질로

알루미나를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하 다 [3.4.3].

나.열팽창 실험자료의 불확도 평가

열팽창()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 

여기서  :온도 에서의 길이 (mm), : 기 길이 (mm),  :온도 

에서 시스템 교정인자

(1)불확도 인자

(가) 기 길이 ()

-측정자의 불확도 ():표 시료를 이용한 교정 성 서 결과,B형

- 울의 분해능 ():측정자의 최소 분해능,B형

-상온에서의 기길이의 변화 ():상온에서 시료의 열팽창률,B형

-합성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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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자유도 ()

     ∞  
 

 
 




∞

(나)최종길이 ()

반복 측정에 의한 표 오차 ():Dilatometer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표 오차,A형

 
  

   


  



 
 

유효 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다)시스템의 교정인자 ()

-표 물질의 불확도 ():표 물질 성 서 결과,B형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 ():표 물질을 이용 회 반복측정으로

교정,A형


  

   
 
  



 
  

-합성 불확도

 

 

 

-자유도 ( )

 ∞,   ,  
 

 




(2)합성 불확도 산출

(가)비열 시험의 합성 불확도

합성 불확도와 유효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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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감도계수는 비열 식을 편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유효 자유도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열팽창 시험의 확장 불확도

확장 불확도는 에서 구한 유효 자유도를 이용하여 t분포 표의 신뢰구간

(약 95%)에 해당하는 자유도 column에 나타난 k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신뢰수 약 95%)

그림 3.4.6은 비열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그림 3.4.7은

표 물질을 반복 측정하여 구한 비열 값을 나타낸 것이다.시스템 교정인자

에 의한 불확도와 모의 속 환체의 비열 측정값의 불확도,감도계수,합성

불확도 확장 불확도를 평가하여 표 3.4.4에 나타내었다.

그림 3.4.6.열팽창 실험의 불확도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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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표 물질의 열팽창 변화

표 3.4.4.열팽창 시험 결과 불확도

온도(℃)
Al2O3

열팽창

감도계수

(Cl(T))

감도계수

(cl0)

감도계수

(Cfcal)

합성표
불확도

(Uc)

포함
인자

(k)

확장불확
도

(Utot)

100 4.20E-4 0.117 -0.117 4.20E-4 2.04E-4 2.0 4.07E-4

200 1.09E-3 0.117 -0.117 1.09E-3 2.04E-4 2.0 4.07E-4

300 1.83E-3 0.117 -0.117 1.83E-3 2.04E-4 2.0 4.08E-4

400 2.63E-3 0.117 -0.117 2.63E-3 2.04E-4 2.0 4.08E-4

500 3.44E-3 0.117 -0.117 3.44E-3 2.04E-4 2.0 4.08E-4

600 4.28E-3 0.117 -0.117 4.28E-3 2.04E-4 2.0 4.09E-4

700 5.16E-3 0.117 -0.118 5.16E-3 2.05E-4 2.0 4.09E-4

800 6.05E-3 0.117 -0.118 6.05E-3 2.05E-4 2.0 4.09E-4

900 6.99E-3 0.117 -0.118 6.99E-3 2.05E-4 2.0 4.10E-4

1000 7.94E-3 0.117 -0.118 7.94E-3 2.05E-4 2.0 4.10E-4

1100 8.92E-3 0.117 -0.118 8.92E-3 2.05E-4 2.0 4.11E-4

1200 9.92E-3 0.117 -0.118 9.92E-3 2.05E-4 2.0 4.11E-4

1300 1.10E-2 0.117 -0.118 1.10E-2 2.06E-4 2.0 4.11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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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열확산도 시험기의 시스템 교정 실험 자료의 불확도 평가

가.열확산도 실험장비의 시스템 교정

열확산도 시험에 사용된 LaserFlash는 한쪽면에 이 를 투사하면 일정시간

후 반 편에 열이 달된다. 달된 열은 외선 센서로 읽어 온도변화를 측정

한 후 시간에 한 함수로 열확산정도를 계산한다.이러한 LaserFlash시스템

의 B형 불확도를 구하기 해 불확도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기 두께와

시간이다. 기길이는 측정자의 분해능과 측정자의 교정성 서의 불확도 등이

불확도의 요인으로 고려된다.시간등을 포함한 열확산도값은 반복측정에 의한 A

형 불확도만을 고려하여도 충분하다.그 외 LaserFlash시스템 각 부품에 한

불확도 요인을 찾아내야 하지만 고가의 시스템으로 조립 분해가 여의치 않으

며 시스템의 건 성을 유지하기 해 표 물질을 이용한 시스템교정을 통하여 B

형 불확도를 산출한다.표 물질로 그래 이트를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

하 다.

나.열확산도 실험자료의 불확도 평가

열확산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  ⋅   

여기서

 =열확산도(ThermalDiffusivity),측정 상이 되는 양 (측정량),

 =0.1388

 = 기 시료의 두께 (단 ,mm)

 =시료 반 편으로 열 달되는 시간의 1/2(단 ,sec),시스템내에서 측정

 =시스템 교정인자

(1)불확도 인자 도출

(가) 기 두께 ()

-측정자의 불확도 ()

표 시료를 이용한 교정 성 서 결과,B형

-측정자의 분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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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의 최소 분해능,B형

-합성 불확도

  

- 유효 자유도()

     ∞

(나)열확산도 값 ()

-반복 측정에 의한 표 오차 ()

LaserFlash에서 반복측정에 의한 표 오차,A형

  
 



 
  




 

  

-유효 자유도()

   ,

(다)시스템의 교정인자 ()

-표 물질의 불확도 ()

표 물질 성 서 결과,B형

-반복측정에 의한 불확도 ()

표 물질을 이용 회 반복측정으로 교정,A형


  

   


  



 
  

-합성 불확도

 

 

 

-자유도 ( )

 ∞,   ,  
 

 




(2)합성불확도 산출

합성 불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하며 유효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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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감도계수는 열 량 실험식을 편미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


⋅

유효 자유도 ()는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3)확장 불확도 산출

확장 불확도는 에서 구한 유효 자유도를 이용하여 t분포 표의 신뢰구간

(약 95%)에 해당하는 자유도 column에 나타난 k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신뢰수 약 95%)

 

System Calibration  

with Reference Material  

(InSb) 

Thermal Diffusivity Experiments 

(Graphite) 

Uncertainty Evaluation 

Initial Sample Thickness (d) 

- B type: resolution 

- B type: calibration 

Time (t) 

- A type: iterative measurement  

System Calibration (fcal) 

- A type: calibration test 

- B type: CRM report  

calftcdf ´= 2/1

2 /

그림 3.4.8.열확산 불확도 평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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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열확산 측정값 불확도

표 3.4.5.열확산 측정값의 불확도

온도(℃)
열확산 측정

평균 (mm
2
/sec)

확장 불확도

(mm
2
/sec)

포함인자

25 90.3594 18.8802 2.01

100 68.1428 15.0469 2.01

300 38.6726 9.9724 2.01

500 27.3842 7.9175 2.01

700 21.5856 7.0115 2.01

900 18.0552 6.4281 2.01

1100 15.5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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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장의 제 1 에서는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 특성 연구』과제의 1단계(200

7～2009)연구개발 목표인 1)건식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 평가,2)건식 재가

공 속 환체 물성 평가 3)하나로 조가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 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향분석 그리고 4)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

석기술개발을 수행하기 한 연구개발 추진 략 주요 연구 결과에 해,그리고

제 2 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의 외 기여도에 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제 1단계 세부 연구개발 목표,주요 연구개발 실 달성도에 한 자체 평가

결과를 표 4.1.1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연구개발 목표

가.최종목표

-건식 재가공 환체의 열/기계 물성 자료 생산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

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종류의

향 분석

•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의 연소도 향분석

나.1단계 연구내용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열/기계 물성 평가

-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속 환체 제조 기술 분석 표 확립

-재가공 속 환체(U-TRU)의 열/기계 물성 평가

-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하나로 조사시험 조건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에 미치는 불순물 향 분석

2.주요 연구결과

가.물성 측정용 모의 재가공 환체 제조

-재가공 환체의 물성 특성을 연구하기 해 핵분열 생성물에 따른 모의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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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체 제조 공정을 확립하 다.연소도에 따른 향을 확인하기 해 30,60,

120GWd/tU에 해당하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제조공정을 확립하 다. 한

고용체 원자가의 향을 확인하기 해 원자가가 다른 고용체(Nd:3가,Ce:

4가,Nb:5가)가 함유된 모의 산화물 환체의 제조 공정을 확립하 다.

나.모의 재가공 환체를 이용한 물성 측정 특성모델 생산

(1)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물성 특성 연구

-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하여 용융 을 측정하여 특성 모델을 개발하

다.핵분열 생성물이 고용체를 형성하는 산화물 환체의 경우 연소도가 증

가 할수록 핵분열생성물의 양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용윰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 산화속도를 측정하 으며 산화속도,분말화시간

(PFT,PowderFormationTime),산화유도시간(OIT,OxidativeInduction

Time) 활성화에 지를 구하 다.

-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하여 크리 변형을 측정하 으며,온도와 압력

에 따른 크리 변형속도,천이응력 활성화 에 지를 구하 다.

-고용체 원자가에 다른 모의 산화물 환체의 열팽창을 측정하 으며,이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도변화를 구하 다.

-모의 산화물 환체를 이용하여 항복응력을 측정하 으며,이를 이용하여

탄성계수를 구하 다.

(2)재가공 속 환체의 물성 특성 연구

-모의 속 환체를 이용하여 비열을 측정하 으며,연소도에 따른 비열 모

델을 온도함수로 구하 다.

-모의 속 환체를 이용하여 열팽창을 측정하 으며,연소도에 따른 열팽

창 모델을 온도함수로 구하 다.

-연소도에 따른 평균 열팽창 계수와 순간 열팽창 계수 도변화를 구하

다.

-모의 속 환체를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측정하 으며,연소도에 따른 열

확산도를 온도함수로 구하 다.

-비열, 도 열확산도를 이용하여 열 도도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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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속 환체를 이용하여 산화속도를 측정하 으며,연소도에 따른 산

화속도 모델을 온도함수로 구하 다.

다.재가공 환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확산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산 모사 코드들에 해 범용성, 용량 계산성,

병렬 계산성 등을 비교 분석하 음.오스트리아 비엔나 학에서 개발한 제일

원리 산모사코드인 VASP을 선정하여 확산거동의 주요 인자인 결함 생성

에 지 지논의 결함간 이동에 지를 평가하 음.

- 공공(vacancy)의 이동을 심으로 한 AKMC (Atomistic Kinetic Monte

Carlo)방법을 이용하여 유한한 온도에서 공공의 이동을 지논의 이동으로 가

정한 확산거동 알고리듬을 개발하 음.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용량 산모사 코드 실행하 으며 비 계산으로 이

산화우라늄의 단 셀에 한 결함생성에 지 지논의 이동에 지 등을 계산

하 음.VASP코드를 이용하여 고용체의 원자가에 따른 결함 생성에 지를

계산하 음.

라.물성 측정 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분석 기술 개발

-산화속도 시험의 경우 표 물질을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하 으며,분동

을 교정하여 울을 보정하 음.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 교정방법을 이용

한 불확도 평가 기법으로 산화속도 측정의 각 요인별 불확도를 평가하 음.불

확도 인자로 기 무게,최종무게,열 교정인자 등을 도출하 음.

-국제표 기구(ISO)의 불확도 평가 차에 따라 비열 시험의 B형 불확도를 각

요인별( 기무게,열량,시스템 교정인자 등)로 구하 으며 표 물질을 이용한

시스템 교정 방법으로 시스템 체에 한 불확도를 평가하 음.표 물질로

사 이어를 이용하 음.

-열팽창 시험의 경우 표 물질을 이용하여 시스템 교정을 수행하 으며,온도계

마이크로미터는 교정을 통해 불확도 요인에 포함 시켰음.

-열확산도 측정 자료의 시스템 교정을 통한 B형 불확도를 구하기 해 불확도

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기 두께와 시간을 고려하 고 불확도 평가

모델식을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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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3)

(%)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평가

100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

-연소도(30,60120GWd/tU)에 따른 링(0.5,0.5,

4hr),성형압력(300MPa),소결조건(1750℃ 6hr)등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확립

⇒ 도:96.0% TD

-고용체 원자가(+3:Nd,+4:Ce,+5:Nb)에 따른

링(4,1,1hr),성형압력(300MPa),소결조건

(1750℃ 6hr)등 모의 산화물 환체 제조공정 확립

⇒ 도:95.5% TD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열물성

평가

-연소도 함수 용융 모델 도출

-분말화시간,산화유도시간,산화속도,활성화에 지의

온도와 연소도 함수 모델 도출

(30~120GWd/tU,300~400℃)

-핵분열생성물

종류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기계물성

평가

-연소도(30,60,120GWd/tU)별 모의 산화물 환체의

크리 변형속도,항복응력,탄성계수

온도함수(상온-1000℃)모델 도출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재가공

산화물 환체

물성 평가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도,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상온~1500℃,30~120GWd/tU)

•재가공 속

환체 물성평가

100

-재가공 속

환체 열물성

평가

-연소도별(35,55,80GWd/tU)온도함수(상온~600

℃)의 비열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팽창, 도,순간 열팽창계수

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열확산도,열 도도 모델 도출

-연소도별 온도함수의 산화속도 모델 도출

-재가공 속

환체 기계물성

평가

-탄성계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상온,공기 분 기에서

탄성계수 측정 :193.33±2.02GPa

표 4.1.1세부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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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 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100

-산화물 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산화물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생산 3.19×10
-18
cm

2
/s

- 속 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 속 환체의 확산계수 자료생산 3.73×10
-14
cm

2
/s

-하나로 조사를

통한 재가공

산화물 환체의

핵분열 기체

확산거동 분석

-고용체 원자가에 따른 확산계수 모델 제시

•물성측정자료의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평가

-표 물질을 이용한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 방법

물성 종류에 따라 불확도 평가식을 제시함.

-물성 종류와 무 하게 시스템 교정을 통한 통합 인

불확도 평가 기법의 새로이 제시함.

100

-산화속도 측정

장비 측정

자료의

불확도평가

-표 물질 이용 산화속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합성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산화속도 불확도:(7.79×10-2±1.19×10-3)hr-1

-비열 측정 장비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온도 표 물질(In:156.6℃m Zn:419.47℃)이용

비열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합성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비열 불확도:(6.37×10-2±1.01×10-3)J/(gK)

-열팽창 측정 장비

측정 자료의

불확도 평가

-Al2O3이용 열팽창 측정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합성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1300℃에서 열팽창 불확도:(1,10×10-2±4.11×10-4)

-열확산도 측정

장비 측정

자료의

불확도평가

-Graphite이용 열확산도 측정 장비의 시스템

교정(B형)과 반복측정에 의한 A형 불확도 평가

-합성 확장 불확도를 산출함.

-1300℃에서 열확산도 불확도:

(18.05±2.90
4
)mm

2
/s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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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에서 지난 3년간의 제 1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한 연구개발 경험

결과가 기술 으로 타 련 과제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건식 재가공 환체 물성특성연구 결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련 연구 분야(사용

후핵연료 리,SFR핵연료,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이들 과제의 수행

에 많은 참고 자료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재가공 환체 내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분석 결과는 국내의 타 핵연료 련 연

구 분야(사용후핵연료 리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이들 과제의 수행에 많은 참

고 자료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물성 측정 자료 신뢰도 평가를 한 불확도 평가 기술개발 결과는 핵연료 재

료물성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술로서 련 연구 분야(사용후핵연료

리,미래형 산화물핵연료,신형핵연료 등)를 선도하고 있으며,이들 과제의 수행에

많은 참고 자료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모의 건식 재가공 환체 제조 공정 확립,물성 특성 분석 기술 등은 신개념 핵연

료 연구개발에 있어 필히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소 기술로서,본 과제가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있음.

-불순물을 다량 함유한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 특성 분석 기술은 GEN-IV 등

미래형 핵연료주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 해석 기술 발 에

공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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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1.경제 측면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DirtyFuel"의 신뢰성 있는 물성 자료 특성 모델

은 노심해석이나 건 성 평가에 활용되어 불확실성을 여 설계의 안 인자를

낮추고,출력과 연소도를 증진시킴으로서 많은 에 지를 확보할 수 있음.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신뢰성 있는 물성 자료 특성 모델은 운반용기,임

시 장 용기 최종 처분장 설계 등 장기 리에 활용되어 불확실성을 여 설계의

안 인자를 낮출 수 있어 운반, 장 처분 비용을 감할 수 있음.

-컴퓨터를 이용한 산모사는 소 트웨어 심의 작업으로써 고가의 실험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많은 시험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장시간 실험으로 인한 추가

인 비용을 감할 수 있어 경제 임.

2.사회 측면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DirtyFuel" 는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신뢰성

있는 물성 자료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 한 리가 가능하며,이를 통해서

원자력에 한 국민의 환경친화 인식을 확산 시킬 수 있음.

-Gen-IV 등 미래형 원자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신개념 핵연료의 성능평가에 요구

되는 기 물성자료 모델은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방

향 설정을 한 기반 자료로 활용함.

3.기술 측면

-건식 재가공 환체의 물성특성 평가 기술 측정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

용을 한 재가공 환체의 제조, 간 장 용기 설계,수송 용기 설계,처분장 설

계 SFR에서 사용될 TRU 함유 핵연료 등의 성능평가 등에 활용될 필수 기

자료임.

-모의 재가공 환체의 제조공정 확립 시료 제조는 고방사성 재가공 환체를

신해서 물성 측정에 활용 될 수 있으며,차폐시설이나 원격 설비를 이용해야하

는 어려움을 극복하고,다품종,소량 시료 제조가 가능하여 다양한 변수에 따른

실험 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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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사를 통한 원자력에의 용 분야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평가는 고비용과

장시간 실험에만 의존하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평가에 활용됨.나아가 실제로 실

험하기 힘든 고연소도 역에서의 핵분열기체 확산거동 자료의 보완이 가능함.

-따라서 건식 재가공핵연료 물성측정 자료 모델은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인 라

구축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방향 수립 결정의 기 자

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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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제목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II.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연구개발의 목

이로 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 피복 ,구조재 폐기물,배기체 폐 필터를 처

리하기 한 최 방안을 선정하고,실험실 규모의 기 실험을 통해 처리 기술의 타당

성을 확보한다.

2.연구개발의 필요성

원자력 에 지의 지속 인 이용과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처리를 해 개발된

이로 공정은 우라늄을 고 순도로 회수하고,잔여 우라늄 우라늄계 고 방사성

물질들을 함께 새로운 에 지원으로 재순환시키는 핵비확산성 처리기술이다.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인출 가공을 한 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속 폐기물 배기체

폐 필터 폐기물의 양이 처리되는 우라늄의 양을 기 으로 약 25%에 달할 것으로 추

정된다. 한,폐기물에 포함되는 고 방사성 핵종들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의 폐기물

이 고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리 공정 폐기물의 처리 부피감용을 한

기술개발이 매우 시 하다.

III.연구개발의 내용 범

1.최종목표

처리 공정 폐기물 회수우라늄 처리 핵심 기술개발

2.단계 주요 연구 수행내용

제 2단계 (2010년～2011년)에서 본 과제가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범 는 다

음과 같다.

○ 폐 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고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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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피복 최 처리방안 수립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제작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 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설계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수립

-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 자료 생산

-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장치 설계

○ 배기체 폐 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

-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리방안 수립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 제작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자료생산

IV.연구개발결과

1.폐 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 고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폐 피복 의 발생량,ORIGEN-ARP코드를 이용한 방사화 특성,TGA를 이용

한 산화특성 실제 사용후핵연료 폐 피복 을 상으로 산화층의 두께와 핵

분열 생성물의 침투두께를 측정하 음.

-폐 피복 은 사용후핵연료 10톤 처리할 경우 약 2.5톤 발생하며 이 에서 95

% 이상이 Zr 속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간에 따른 폐 피복 의 산화층 두께와 산화속도는 선형 으로 증가하 으나,

온도에 따른 산화층 두께와 산화속도는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 음.

-사용후핵연료 피복 내면의 핵분열생성물 침투층 깊이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표면에 들러붙은 핵분열 생성물은 산화 탈피복에 의해 부분 제거

됨.

○ 폐 피복 최 처리방안 수립

-55,000MWd/tU 연소도에서 방사화된 Zircaloy-4피복 은 10년 cooling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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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 을 만족함.

-폐 피복 내 사용후핵연료가 0.02% 잔류한다고 가정할 때,기계 압축이나

용융 처리방법으로는 Sr,Cs,TRU( 알 )가 처분 기 을 만족하지

못해 량 고 폐기물로 분류될 것으로 상됨.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방법의 특징과 장,단 을 분석한 결과,Zr을 선택 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염소화법과 해정련법을 최 처리방안으로 선정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제작

-염소화 장치의 경우,가열기 내부에 삽입되는 석 재질의 튜 간에 석

필터를 넣어 피복 이 지지됨과 동시에 상부에서 하부로 주입된 염소기체와 염

소화 반응에 의해 기화된 ZrCl4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함.

-기화된 ZrCl4는 하단부 포집 역에서 바로 고체로 회수하여 이동 경로를 이

고 염소 기체는 처리장치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회수되는 ZrCl4의 손

실을 최소화 함.

- 해정련 장치의 경우,처리하는 피복 의 양을 기 으로 양극 바스켓의 크기

를 정한 뒤,음극,기 극,교반기,thermocouple을 주변에 배치하 으며,음극

과 양극 사이의 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반응기를 설계함.

-산소와 수분을 ppm 단 로 조 할 수 있는 퓨리 이어가 설치된 로 박스

를 제작하여 반응기를 내부에서 돌출된 형태로 설치하고,가열기를 외부에 설치

하여 온도를 조 할 수 있도록 함. 한 설정온도,가열기 온도,반응기 온도가

동시에 기록될 수 있도록 DAQsystem을 제작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염소화 반응에 한 HSCcode계산 결과,산화 탈피복을 거친 U Pu는 염

소 기체와 반응하지 않고 염화물이 형성되는 TRU FP의 경우 비 이 높아

ZrCl4의 회수에는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확인함.

-Zircaloy-4에 한 염소화 실험 결과,99% 이상의 순도로 Zr을 회수할 수 있

었으며,500도에서 산화된 피복 의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없이 염소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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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ZrCl4의 회수를 성공 으로 수행함.

-LiCl-KCl-ZrCl4의 용융염에서 해정련 시,Zrrod를 양극으로 이용하 을 때

Zr의 환원은 Ag/AgCl을 기 으로 -1.15V에서 산화는 -0.78V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quasi-reversible확산반응에 의해 지배되는 반응임을 확인

-기 실험을 바탕으로 Zircaloy-4피복 을 해정련 하 을 때 순도 99% 이

상의 Zr 착물을 얻음.

-500도의 탈피복 조건에서 산화된 Zircaloy-4피복 의 경우,용융염 내에서 표

면 산화막이 용해되면서 Zr 해정련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함.

2.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설계

○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구조재 폐기물은 노내에서 방사화되어 생성된 핵종 Co-60,Ni-59,Ni-63,

Nb-94등은 처분농도 기 치를 과함.

- Ni-59와 Nb-94의 경우 처분 농도 제한치를 만족하기 해 100,000년에서

800,000년의 장기간 장이 상됨.

○ 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수립

-용융시 슬래그를 통한 방사능 핵종 제거법은 Co-60과 같이 용탕 체에 고루

퍼져있는 핵종들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단됨.

-용융 처리는 용융시 생성된 가스 제거를 한 환기장치 냉각설비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복잡성이 있어 핫셀에서의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단됨.

-골격체 체를 일시에 압축시키는 방법(작용압력이 커짐과 동시에 작업 면 이

증 함)보다는 지지격자를 심으로 측면방향으로 단된 부품을 압축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됨.

○ 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 자료 생산

-구조재 폐기물의 이론 압축비는 14:1이며,이론 도의 80% 까지 압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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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비는 11이 됨.

-지지격자는 평면압축의 경우 최 감용률이 83%,측면압축률이 90%로서 측

면압축이 평면압축보다 유리한 것으로 단됨.

○ 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장치 설계

-구조재 폐기물 처리를 해 압축처리장치를 설계하 음.

-핫셀의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구조재 체를 압축하는 것보다는 단/ 단 공

정을 도입하여 당한 크기로 자른 후에 압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됨.

-최 압축력은 500톤,최 행정은 500mm,최 행정속도는 분당 300mm를

설계기 으로 설정함.

3.배기체 폐 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 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공정에서 배기체로 발생하는 Cs-137,Tc-99,I-129등

의 핵종들을 flyash,Ca,AgX 등의 세라믹 필터로 포집하며,사용후 필터는

처분 기 을 만족하지 못해 고 폐기물로 분류될 것으로 상함.

-Cs,Re(Tc의 체물),I이 필터에 포집되면 화학반응을 통해 각각 Cs(AlSi2O6),

Ca(ReO4)2,AgI등의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함.

-폐 필터의 휘발 실험 결과 Cs은 900℃,Re은 700℃,I은 200℃부근에서 열

처리 시 휘발 가능성 있음.

○ 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리방안 수립

-붕규산계 유리를 이용하여 flyash폐 필터의 유리화를 시도한 결과 폐 필터를

70wt.% 까지 loading할 수 있는 유리고화체를 만들었으며,성능평가를 통해

Cs의 내침출성과 압축강도가 양호함을 확인함.

-Flyash와 Ca필터의 경우 750℃ 부근에서 유리세라믹 제조가 가능하나 이

경우 Ca필터에 포집된 핵종이 휘발될 가능성이 있으며,AgX필터는 유리세라

믹 공정의 용이 불가능함.

-호주에서 개발된 Synroc은 고화체의 성능이 우수하나 공정온도가 높아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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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에 포집된 핵종이 다량 휘발될 가능성이 높고,열처리 가압을 한 복잡

한 설비가 요구되므로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음.

-시멘트는 · 폐기물 고화에 사용되어 온 매질로서 열처리가 필요 없는

단순 공정으로 인해 폐 필터에 포집된 핵종의 휘발 염려가 없으나 유리에 비해

물에 한 용해도가 높고 폐기물 loading량이 유리보다 작다는 단 이 있음.

-인산세라믹은 속산화물과 인산염 용액과의 산-염기 반응을 통해 제작되는 것

으로 상온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핵종의 휘발 염려가 없고,내침출성도 시멘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공정의 단순성,고화체의 내침출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3종의 필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인산세라믹 공정을 최 처리방안으로 선정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 제작

-고화체의 균질성을 향상시키고자 분말 100g을 처리할 수 있는 grinder를 제작

하 으며,혼합을 해 최 RPM 500의 속도로 회 하는 볼 을 제작함.

-압축강도 자동 측정을 해 DAQ 보드와 LabView 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

강도 측정시 생산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 자동화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자료생산

-원료물질 분쇄를 한 grinder의 성능평가 결과 분쇄에 따른 입자 크기 감소는

1분 이내에서 두드러졌으며,분쇄시간이 략 3분을 넘어서면 분쇄의 효과는 거

의 나타나지 않음.

-볼 의 RPM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볼 의 RPM이 간 정도(60)일 때 분말의

혼합률이 가장 우수하 고,RPM이 높거나 낮으면 분말이 제 로 혼합되지 않

음.

-노후화된 수동식 아날로그 압축강도 시험기를 DAQ 장비 LabView 로그

램을 통해 개조하여 디지털화 자동화하 으며,이를 통해 측정의 용이성과

계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킴.

-인산세라믹 고화체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제작된 고화체는 USNRC의 기

수치인 3.45MPa를 훨씬 뛰어넘는 우수한 기계 물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됨.

-인산세라믹 고화체의 단기 침출시험 결과,flyash폐 필터를 loading한 고화

체의 경우 Cs의 침출률이 10
-2
g/m

2
·day 으며,이는 기 유리고화체(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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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의 침출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결과임.

-Ca폐 필터를 loading한 고화체의 침출시험 결과,Re의 침출률이 1.2～7.9

g/m
2
·day정도의 값을 나타내었고,flyash폐 필터에 비해 높은 침출률을 보이

므로 Ca폐 필터 고화시 고화 매질 성분의 개선 등을 통해 침출률을 낮출 필요

가 있음.

V.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폐기물의 방사화 특성 처리방안은 사용후핵연료 처

리 공정폐기물의 운반/ 장 등 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함.

○ 폐 피복 을 포함한 공정폐기물 내의 장수명 핵종의 방사능 붕괴열 자료는

폐기물 처분 인수 시 기 자료로 제공함.

○ 폐 피복 Zr회수를 한 염소화 는 해정련 공정 용 시,운 조건 자료

는 이로 공정을 포함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과 연계하여 련되는 분야의

기술개발에 직 으로 활용이 가능함.

○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련하여 종합 인 공정폐기물의 방사화 특성 DB설계

운반 장 시스템의 폐기물 처리 용량 결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됨.

○ 고 방사능 핵종을 포함한 폐 필터의 고화체 제작을 통해 확보된 세라믹고화/유

리화 기술은 장차 발 소 수조 속에 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 하게 처리하여

처분장에 보내기 한 기반기술로서 한국수력원자력,방사성폐기물 리공단,원

자력안 기술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실험실 규모의 고화장치 제작을 통해 축 된 노하우를 이용해 산업규모의 용

량ㆍ원격 폐 필터 처리장치를 제작할 것이며,이는 원자력발 소의 원 폐기물

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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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Title

DevelopmentofVolumeReductionTechnologyforHead-EndProcessWastes

II.ObjectivesandNecessitiesoftheProject

1.Objectivesoftheproject

Theprojectaimsattheselectionofoptimum processesforthewastetreatment

ofhulls,hardware,and spentfilters generated from the head-end process of

Pyroprocessand atthevalidity evaluation ofthetechnology through lab-scale

experiments.

2.Necessitiesoftheproject

Pyrometallurgicaltechnology,whichhasbeendevelopedforeffectivleytreating

andrecyclingofspentnuclearfuel(SNF),isanon-proliferationtechnologythat

recovers high purity ofuranium and reuses the residualuranium and highly

radioactivetransuranicelementsbyrecyclingasanew energysource.However,it

isestimatedthattheamountofmetalwastesandspentfilterwastesthatare

generatedduringthehead-endprocessforwithdrawalandmanufacturingofSNF

reachesaround25wt.% incomparisonoftheamountofuranium tobetreated.In

particular,itissignificantlyimportanttodevelopthetechnologiesforthetreatment

andvolumereductionofthewastesgeneratingfrom thehead-endprocess,because

themostofthewastesarecategorizedintothehigh-levelwastes(HLW)dueto

highlyradioactivenuclidesthatareimplementedintothewastes.

III.ScopeandContentsoftheProject

1.GoalofR&D

Schemeestablishmentofappropriatewastetreatmentprocessesanddevelopment

ofcoretechnologiesforcladdinghulls,hardware,andspentfilters

2.MajorResearch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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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earchscopeandcontentsperformedatthe2ndphaseproject(2010～

2011)isasfollows.

○ Hullwastemanagementandcoretechnologydevelopment

-Nuclidecharacterizationofhighburn-uphullwastes

-Schemeestablishmentofoptimum technologiesforhullwastetreatment

-Manufactureoflab-scaleequipmentsforhullwastetreatment

-Performanceevaluationoflab-scaleequipmentsforhulltreatment

○ Hardwarewastemanagementandtechnologydevelopment

-Irradiationcharacterizationofhardwarewastes

-Review andschemeestablishmentofhardwarewastestreatment

-Basicexperimentsanddataproductionofhardwarewastetreatment

○ Off-gasfilterwastemanagementandtechnologydevelopment

-Characterizationandradioactivityevaluationofspentfilters

-Review andschemeestablishmentofspentfilterwastetreatment

-Manufactureandlab-scaleequipmentsforspentfilterwastetreatment

-Performanceevaluationoflab-scaleequipmentforspentfiltertreatment

IV.ResultsoftheProject

1.Hullwastemanagementandcoretechnologydevelopment

○ Nuclidecharacterizationofhighburn-uphullwastes

-TheoxidethicknessandpenetrationthicknessoffissionproductsforSNF

hullwastesweremeasured.

-Theamountofhullwastes,irradiationpropertiesusingORIGEN-ARPcode,

andoxidationpropertiesusingTGAwereexamined.

-Approximately2.5tonsofhullwastesaregeneratedforthetreatmentof10

tonsSNFandmorethan95% ofthehullwasteconsistsofZrmetal.

-Theoxidethicknessandoxidationrateareproportionallyincreasedovertime,

whiletheyareexponentiallyincreasedovertemperature.

-ThepenetrationdepthoffissionproductsintotheinnerlayerofSNFhulls

increaseswithanincreaseintheburn-up,andfissionproductsadhered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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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urfacearemostlyremovedthroughtheoxidativedecladdingprocess.

○ Schemeestablishmentofoptimum technologiesforhullwastes.

-Zircaloy-4hullwastesthatareirradiatedattheburn-upof55,000MWd/tU

satisfytheintermediate-levelwastewhencoolingfor10years.

-Assumingthat0.02% ofSNFremainsinthehullwastes,thewastethatis

treatedbyamechanicalcompactionorameltingprocessisestimatedtobe

categorizedintoHLW becauseradioactivitiesofSr,Cs,andTRU (totalα)

exceedtheintermediate-levelwastelimitation.

-Chlorinationandelectrorefiningareselectedasappropriatetechnologiesfor

selectiveZrrecoveryprocessesthroughtheevaluationofvarioustreatment

technologiesforhullwastes.

○ Manufactureoflab-scaleequipmentsforhullwastetreatment

- Forchlorination process,aquartzfilterwasinsertedin thequartztube,

whichissurroundedwithafurnace,tosupportthehullwasteandtoallow

Cl2gasandvaporizedZrCl4bychlorinationtoflow through.

-InordertoreducetheamountofrecoveredZrCl4,thedistancebetweenthe

regionforthereactionandtheregionfortherecovery.

-Forelectrorefining,thesizeofreactorwasdeterminedbythesizeofanode

basketonthebasisoftheamountofhullwastesfollowedbypositioningof

cathode,reference electrode,rotator,thermocouple,by which the current

distributionbetweenthecathodeandanodeisnotperturbed.

-AnAr-purgedgloveboxwasinstalledwithapurifierthatcancontrolthe

oxygenandmoistureatppm levelsandanelectrorefiningreactorprotruded

from thegloveboxwassurroundedbythefurnaceinstalledoutside.A DAQ

system was manufactured to measure the setting temperature,furnace

temperature,andcrucibletemperature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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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evaluationoflab-scaleequipmentsforhulltreatment

-InthesimulatedresultforchlorinationusingHSC code,itwasconfirmed

thatU andPudonotreactwithchlorinegas,andchlorinatedproductsof

TRU andFPdonotaffecttherecoveryofZrCl4 duetotheirhighboiling

points.

-IntheresultofchlorinationexperimentsusingZircaloy-4hulls,ZrCl4 was

successfully recovered with apurity ofover99%,even in thecaseof

Zircaloy-4hullsoxidizedat500℃ withoutanyadditionalhead-endprocess.

-IntheelectrorefiningexperimentsusingZrrodsinLiCl-KCl-ZrCl4 molten

salts,thereductionandoxidationofZrionswereevidentat-1.15V and

-0.78Vvs.Ag/AgCl,respectively,whichcorrespondtoquasi-reversiblemass

transfer-limitedreactions.

-Intheresultofelectrorefiningexperiments,Zrmetalwasrecoveredfrom

Zircaloy-4caddinghullswithapurityofover99%.

-InthecaseofZircaloy-4hullsoxidizedatthedecladdingconditionof500℃,

thesurfaceoxidewasfoundtobedissolvedinthemoltensalts,followedby

continuouselectrorefiningreaction.

2.Hardwarewastemanagementandtechnologydevelopment

○ Irradiationcharacterizationofhardwarewastes

-Hardwarewastesfailtomeettheintermediate-levelwasteduetoCo-60,

Ni-59,Ni-63,Nb-94amongthenuclidesirradiatedinthereactor.

-InthecaseofNi-59andNb-94,itisestimatedthatalong-term storageof

100,000to800,000yearsarerequiredtosatisfy thedisposalconcentration

limitation.

○ Review andschemeestablishmentofhardwarewastetreatment

- Itisconcludedthattheradioactiveelementremovalmethodthrough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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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ofaslagduringthemeltingprocessisnoteligibleduetoCo-60

thatspreadoutinthecrucible.

-Itisconcludedthatthemeltingprocessisnoteligibletooperateinhot-cells

because ofa complexity thatrequires additionalcirculation and cooling

systemstoremoveoff-gasesgeneratedduringmelting.

-Itisconcludedthatthelateralcompactionofcutpartstowardsthecenterof

gridsismoreeffectivethancompactingtheentireskeletonatthesametime.

○ Basicexperimentsanddataproductionofhardwarewastetreatment

-Thetheoreticalcompactionratioofhardwarewastesis14:1,anditreaches

11:1whencompactedupto80% ofthetheoreticalvalue.

-Themaximum volumereductionratiosofplaneandlateralcompactionsare

83 % and 90 %,thusthelateralcompaction isconsidered to bemore

efficient.

○ Designoflab-scaleequipmentsforhardwarewastetreatment

- A mechanicalcompaction equipmentwas designed forhardware waste

treatment.

-Regardingtheworkspaceofhot-cells,theintroductionofcuttingprocessin

frontofthecompactionstepismoreadequatethancompactingtheentire

skeleton.

- The equipmentdesign forhardware treatmentwas established by the

maximum compressivestrengthof500tons,themaximum movingdistance

of500mm,andthemaximum movingrateof300mm/min.

3.Off-gasfilterwastemanagementandtechnologydevelopment

○ Characterizationandradioactivityevaluationofspentfilters

-Cs-137,Tc-99,I-129,etc.generatedfrom thehead-endprocessofspent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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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trappedusingceramicfiltersmadebyflyash,Ca,AgX,andthespent

filterswillbecategorizedintothehigh-levelwaste,sincetheydonotsatisfy

thecriteriaofdisposalsite.

- Cs,Re(asurrogateofTc),and Iform new chemicalphasessuch as

Cs(AlSi2O6),Ca(ReO4)2,AgI,etc.bytrappinginthefilters.

-ThermogravimetricstudyofspentfilterindicatesthatCs,Re,andIwould

volatilizeataround900℃,700℃,200℃,respectively.

○ Review andschemeestablishmentofspentfilterwastetreatment

-Inthecaseofvitrificationofflyashspentfilterusingborosilicateglass,the

performanceofglasswasteform wassatisfactorywithupto70% offilter

loadingintermsoftheleachingrateofCsandcompressivestrength.

-Glass-ceramicformscanbefabricatedwithflyashandCafilters,excluding

AgXfilters,at750℃,howevertrappednuclideswithintheCafilterpossibly

volatilizeattheoperationtemperature.

- Properties ofSynroc waste form developed in Australia are excellent,

however,thereisadifficultytouseSynrocbecauseofacomplexityofthe

processthatrequireshightemperatureandpressure.

-Cementhasbeenusedtostabilizelow andintermediate-levelwastedueto

theadvantagesofsimpleandroom-temperatureprocess,yetitisvulnerable

todissolutiontowaterandcapacityofwasteloadingislow comparedto

glassforms.

- Phosphateceramicswerefabricated by acid-basereaction between metal

oxides and phosphate salts atroom temperature,which is advantageous

regardingvolatilizationofwastes,aswellasaprominentleachingresistance

comparedwithcementwasteforms.

-Regarding asimplicityoftheprocess,leaching resistance,etc.,phosphate

ceramictechnologywasselectedasanoptimaltreatmentschemetotreatall

thethreefilters.

○ Manufactureoflab-scaleequipmentsforspentfilterwast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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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inder for the treatmentof100 g powder was manufactured for

improvingthehomogeneityofwasteforms,andaballmillingmachinewith

amaximum rateof500rpm wasmanufacturedforslurrymixing.

-A compressivestrengthtesterwasdigitalizedandautomatedusingaDAQ

boardandLabView programing.

○ Performanceevaluationoflab-scaleequipmentforspentfiltertreatment

-A decreaseoftheparticlesizebypulverizationwasevidentwithin1min

andsaturatedover3min.

-Themixingperformancewasexcellentattherotatingrateof60rpm.

-Anagedanaloguecompressivestrengthtesterwasmodifiedandautomated

usingaDAQsystem andLabView program,whichenhancedtheaccuracyof

measurement.

-Phosphateceramicwasteformsrevealedanexcellentcompressivestrength

thatexceedsthecriterionofUSNRC,3.45MPa.

- PCT teston wasteformscontaining fly ash spentfiltersshowedaCs

leachingrateof10
-2
g/m

2
·day,whichiscomparabletothatofEAglass.

-LeachingratesofReinthewasteform loadingCaspentfilterswere1.2～

7.9g/m
2
·day,whichishigherthanthatofCsinthewasteform loadingfly

ashfilters.

V.ProposalforApplications

○ Theirradiationcharacterizationcanbeappliedtothetreatment,storage,and

managementofSNFandprocesswastes.

○ Theradioactivityanddecayheatoflong-livednuclidesinthecladdinghulls

andprocesswastescanusedasdataforthecriteriaofwastedisposaland

acceptance.

○ Theoperationdataandproceduresforthechlorinationandelectrorefining

processesaredirectly applicabletothetechnology developmentassociated

withfutureatomicenergysystem includingPyro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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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ultofR&D can beutilized asbasicdataforoverallirradiation

propertiesandDBplansoftheprocesswastesandthecapacitydetermination

ofwastetreatmentfortransportation/storagesystems,intermsofthefuel

cyclesystem analysis.

○ Theprocesstechnologiesforceramic/glasswasteformsincluding highly

radioactive nuclides are the basis technologies for safe treatment and

transportationofSNFstoredinatomicenergyplants,whichcanbeutilized

inKHNP,KRMC,andKINS.

○ Based on the lab-scale production ofwaste forms,an industrial-scale

treatmentequipmentwillbe manufactured utilizeforthe developmentof

effectivemanagementsystem fortheprocesswastesgeneratedfrom atomic

energypower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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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 목 의 필요성

원자력 에 지의 지속 인 이용과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처리를 해 개발된

이로 공정은 우라늄을 고 순도로 회수하고,잔여 우라늄 우라늄계 고 방사성

물질들을 함께 회수하여 새로운 에 지원으로 재순환시키는 핵비확산성 처리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AtomicEnergyResearchInstitute,KAERI)에서의 이로

처리 공정은 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한 뒤,산화 탈피복 공정을 통해 핵연료를 피복

으로부터 분리하고,고온에서 voloxidation을 통해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이때, 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크게 폐 피복 ,구조재 폐기물,폐

필터로 나 수 있으며,총 발생량은 우라늄 10톤 처리를 기 으로 했을 때 약 4톤

이상이 될 것으로 상된다.폐 피복 은 극미량의 사용후핵연료 잔류물질이나 핵분열

반응을 통해 피복 내부층으로 침투된 고 방사성 핵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고 는 TRU 폐기물로 분류된다.핵연료 집합체 구조재의 경우에서도 핵연료

연소에 의한 성자 흡수에 의한 방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재를 구성하는 재질

별 방사화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

voloxidation과정에서 방출되는 Cs,Tc,I등의 핵분열 생성물이 배기체 형태로 휘발

되어 세라믹 필터에 포집되는데,이 게 발생하는 폐 필터는 높은 방사능과 붕괴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고화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재까지 국내

고 폐기물의 처리/처분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2016년 사용후핵연료 임

시 장소가 포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처리 공정폐기물의 처리 방안 수립 핵심

기술의 개발이 시 하다.

제 2 연구개발 목표 내용

본 연구 단계인 2010년 ∼ 2011년도에 수행한 “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

세부과제 연구의 단계 목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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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목표

처리 공정 폐기물 처리 핵심기술 개발

2.주요 연구 수행내용

가.폐 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1)고연소도 폐 피복 핵종특성 분석

(2)폐 피복 최 처리방안 수립

(3)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제작

(4)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나.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 개발

(1)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2)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3)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자료 생산

(3)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장치 설계

다.배기체 폐 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개발

(1)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

(2)폐 필터 처리방안 검토 최 처리방안 수립

(3)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 제작

(4)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자료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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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폐 피복 처리방안 기술개발

1.국외 연구 동향

-최근 미-일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FCR&D-USED-2010-000051)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습식 재처리 후 발생하는 피복 은 고 폐기물 혹은 GTCC

폐기물,구조재 폐기물은 GTCC폐기물로 고려하고 있음.

-SavannahRiverNationalLab.의 Rudisill의 보고에 따르면,습식 재처리 후 발생

하는 실제 폐 피복 을 분석한 결과,아래 표와 그림과 같이 TRU의 농도가 Class

C기 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KAERI에서 수행된 구조재 피복 소재 방사화 계산 연구에 따르면,일부 핵

종의 방사화로 인해 SUS-304,Zirlo,Inconel-718의 방사능이 국내 처분

기 을 과하는 것으로 보고함.

-폐 피복 처리에 있어서 압축 는 용융 등과 같은 단순 처리는 이미 상용규모

로 개발되었음.그러나 폐 피복 내 고 방사성 물질의 분리하고 Zr을 재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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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아직 연구단계임.

-미국의 PNNL에서는 1974년 hull에 부착되어 있는 방사능을 제거하는 처리를

거친 후 이를 용융함으로써 소량의 TRU가 함유된 비 TRU 폐기물로 취 될 수

있는 속 ingot형태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 음.ANL에서는 Zircaloy

피복 을 HCl 는 Cl2와 반응시켜 휘발성 ZrCl4형태로 변환시킨 후 다시 ZrO2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공정을 연구하 음.ORNL에서는 UO2pellet을 Zircaloy피복

에 넣어 양 끝단을 압축 한 뒤 염소화 공정을 수행하여 피복 성분만 선택 으로

반응을 일으켜 회수하는 실험을 보고 한 바 있음.

-미국의 Driggs등은 NaCl-KCl용융염에 K2ZrF6를 첨가하여 기분해로 Zr을 회

수하 음.BattelleMemorialInstitute에서는 KCl-LiCl용융염에 ZrF4를 첨가하여

수지상의 Zr을 생성하 으며 동일 용융염에 ZrCl4를 첨가하여 분말상의 Zr을 생성

하는데 성공하 음.ParmaResearchLab에서는 염화물,불화물, 롬화물 용융염

을 이용한 Zr 회수 실험을 수행하 으며, 불화물 용융염으로 FLINAK인

LiF-KF-NaF를 이용하여 약 99.99%의 순수한 Zr을 착하는데 성공하 음.

-2010년 편찬된 미국-일본간 JointNuclearEnergyActionPlan에 의하면,Hull과

Hardware는 낮은 도로 압축하거나,이론 도 수 으로 용융하여 처분하는 것을

기본 처리 정책으로 세움.

- 랑스에서는 기에 폐 피복 의 시멘트 고화 처리를 수행하 으나,1993년 산업

규모의 방사능 물질을 용융처리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구축하 음.

- 독일의 WAK Karlsruhe에서는 hull을 시멘트에 고화 처리하 음.1986년

NUKEM GmbH에서는 기계 ,열 안정성은 물론 부식,침출 방사선 항이

우수한 고화매질 연구를 수행하여 graphite/sulfur를 선정하 음.

-스웨덴에서는 사일로에 보 이거나,시멘트로 고화하 으나,1983년 이론 도의

약 80% 정도의 부피감용을 얻을 수 있는 압축 기술을 원격운 조건의 비방사능

물질을 상으로 수행하 음.이를 바탕으로 hull처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핫셀

시설에 구축하 음.

-일본의 JNC(JapanNuclearCycleDevelopmentInstitute)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

처리 후 발생한 폐 피복 속 폐기물을 캡슐에 넣어 압축한 뒤 canister에 넣

어 장고로 보내는 공정을 수행하고 있음. 한,2002년에 KomaeResearchLab.

의 Sakamura등은 500℃의 LiCl-KCl용융염에 0.12at.%의 ZrCl4를 첨가하여 음

극의 를 -1.35V 이하로 제공하여 분말형태의 Zr을 착하는데 성공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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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교토 에서는 LiCl-KCl-ZrCl4-LiF (10mol%)용융염을 이용하여 약

99.9% Zr을 회수하는데 성공하 음.일본의 InstituteofResearchandInnovation

에서는 CoCl2를 첨가한 Zircaloy-2피복 의 염소화 실험을 통해 ZrCl4의 회수를

보고한 바 있음.

2.국내 연구 동향

-공학규모를 고려한 폐 피복 처리 기술은 아직 개발된 이 없으나,염소화 처리

를 이용하여 피복 내부에 침투되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과 우라늄을 제거하는 기

연구를 수행하 음.

-폐 피복 처리 기술 슬래그 형성제를 이용하여 방사능 핵종을 슬래그로 분리

하는 응용 처리 기술은 유도 용해를 이용한 속 폐기물의 제염기술과 일부 유사

하여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됨.

-염소화를 이용하여 Zr을 회수하는 연구를 일부 수행하 으며,피복 내부에 침투

되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과 우라늄을 제거하는 기 연구 수행하 음.

- 해정련 기술을 이용하여 폐 피복 내의 Zr을 분리/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수행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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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기술개발

1.국외 연구 동향

-구조재 폐기물의 경우 압축 는 용융 등과 같은 단순 처리는 이미 상용규모로

개발되었으나,구조재 내 방사화 핵종의 분리 기술은 아직 연구단계임.

-미국의 MIT,LANL,Westinghouse,ORNL,ANL등에서 라즈마를 이용한 제염

처리에 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SavannahRiver와

INEEL에서는 방사성 속폐기물 처리를 해 고온 용융 기술개발을 진행 에 있

음.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속 구조재 폐기물에 한 처리는 INL에서 용융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한,미국은 OakRidge에 있는 SEG 랜트는 재활용 목

으로 유도용해로를 가동하여 탄소강,스테인리스강,알루미늄,구리,티타늄 등을

약 2,000톤 이상 처리한 바 있음.

- 랑스 Marcoule에서는 가스로에서 발생한 속 폐기물 18,600톤을 처리하 음.

EDF,Cogema등에서는 열분해 산소 라즈마에 의한 연소에 한 연구와 소

각재를 유리화하는 연구를 수행 임.Europlasma사는 PlasmaTorch를 이용하여

유리화 공정을 이용하고 있으며,해체 인 G2/G3원자로 부지 내에 15톤의 아크

로를 사용하여 해체 시 발생하는 속폐기물에 해 용융 제염을 수행하 음.

한,Marcoule에서는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을 용융처리하여 차폐 블록이나 폐기물

운반용기로 활용함.Centraco에 있는 유도용해로는 방사화된 스테인리스강 탄

소강을 상을 용해하여 운반용기 차폐재로 재활용함.

-스웨덴의 STUDSVIK 사에서는 주로 철강 구조물을 해서는 유도로가 이용되고

있으며 알루미늄 처리를 해서는 아크로가 이용되고 있음.

- 독일의 Siemens사는 AP(Permanganic acid)방법에 기 한 CORD(Chemical

Oxidizing Reduction Decontamination)라는 화학 산화환원방법을 개발하 음.

Carla사는 약 3톤의 용량으로 속폐기물을 용융시켜 괴,차폐물질 등으로 재활용

하고 있음.MannesmannDemag사는 라즈마를 이용한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스

템인 PLASMOX를 개발 에 있음. 속 폐기물 제염을 해 LOMI(Low

OxidationStateMetalIon)방법이 리 이용되고 있음. 한,독일의 CARLA

랜트에서는 탄소강 스테인리스강,알루미늄,구리,납 등을 상으로 유도용해

하여 잉곳 차폐 블록,폐기물 장용기 등으로 활용함.약 7,000톤 이상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약 50톤 정도가 비원자력 시설로 방출되었으며 약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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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정도가 원자력 시설에서 재활용되고 있음.

- 국은 Capenhurst용융시설을 1994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운 에 있으며 유

도 용해로 형태로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을 처리하고 있음 약 4톤 규모의 용량이

며 잉곳형태로 약 7,000톤 정도를 산출하 음.

-일본에서는 약 25억 엔의 산으로 고주 라즈마를 이용한 속폐기물의 표면

제염처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방사화된 속 구조재 폐기물의 처리에 한 기술개발은 거의 수행된

이 없으며 향후 이의 연구개발이 으로 필요함.

- 한,일부 구조재 폐기물의 경우 한 제염 충분한 장시간을 거친다면 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됨.

-슬래그 형성제를 이용하여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된 핵종을 제거하는 용융 처

리 기술은 유도 용해를 이용한 속 폐기물의 제염기술과 일부 유사하여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됨.

-국내에서는 원자력 련 기 들이 주로 발 소나 연구기 에서 폐기된 잡고체 등

의 ․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용융 방식을 많이 도입하여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며,고 폐기물을 다룬 실 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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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배기체 폐 필터 처리방안 기술개발

1.국외 연구 동향

-미국은 Hanfordsite에 장된 다량의 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해 유리화 설

비를 건설 에 있고,이는 2013년에 가동될 정임.유리화 공정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에 포함된 휘발성의 I와 Tc가 배기체 형태로 휘발하며 이는 scrubber

solution을 통해 포집함.I와 Tc가 포함된 scrubbersolution은 고화 공정을 통해

처리될 정이며, 한 고화 공정 개발을 해 시멘트를 개선한 caststone,인

산세라믹,geopolymer등이 PacificNorthwestNationalLaboratory를 심으로 연

구되고 있음.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의 I를 처리하기 한 목 으로

AgX,AgZ,PbX,CdX 등의 속 치환 zeolite를 이용하고 있으며,I을 포집한

zeolite에 해서는 시멘트를 이용한 고화체 제작이 주로 고려되고 있음.

-배기체 폐 필터는 부분 세라믹형태로 감용비가 높은 처리가 어려움.이들은 고

방사능 고발열 핵종을 포함하고 있어 안정한 고화가 요한 처리 방법임.고화처

리는 필터의 종류와 핵종에 따라 다른 방법이 필요함.주로 시멘트고화,유리고화

세라믹 고화 방법이 있음.

-캐나다 ChalkRiver는 일럿 규모의 유리화 공정 실증 가능성을 연구하 으나,

1960년 이후 더 이상 재처리를 하지 않게 되어 유리화 로그램은 단되었음.

-미국 PNNL에서는 "In-Can-Melter"기술을 개발하여 유리 고화체 제작을 수행함.

미국의 RLFCM,DWPF,WVDP HWVP에서는 1953년부터 유동상배소법 분

무배소법에 의한 유리 고화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법에 하여 연구가 병행 수행

되고 있음.

-독일의 PAMELA와 WA-W 발 소를 심으로 분무배소법 세라믹용융 유리고

화(VERA)법의 연구를 시작한데이어,벨기에의 Mol연구소와 공동으로 PAMELA

project를 수행하여,Eurochemic재처리시설의 실제 폐액으로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 국 원자력에 지국의 Harwell연구소에서는 FINGAL(Fixation in Glass of

ActiveLiquors)공정을 개발하여 통해 유리 고화체를 제작하 음.

- 랑스는 일럿 규모의 단일 유도가열로 PIVER를 가동하여 12톤의 유리를 생

산하 으며,1979년에는 고속증식로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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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고화를 수행하 음.후속 공정으로 개발된 AVM(AtelierdeVitrificationde

Marcoule)은 2단계 유리화 공정을 실증한 설비로서,최 의 산업설비는 1978년에

Marcoule에서 가동되기 시작하 으며,유사한 설비인 R7은 1989년에,T7은 1992

년에 LaHague에 건설되었다.R7과 T7은 매년 유리 고화체를 600캐니스터 분량

만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으며,2000년까지 R7과 T7은 10,000개가 넘는 유리 캐

니스터(4000 톤)를 생산하 음. 한, 랑스 CEA에서는 Cs고화에 사용되는

hollandite 세라믹스의 제작,특성,방사선 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alkoxide나 oxide법을 이용한 철 함유 바륨 hollandite가 Cs고화에 합하다는 결

론을 얻었음.

2.국내 연구 동향

-배기체 폐 필터의 처리 경험은 없으나 폐기물에 한 시멘트고화,유리

고화 등의 기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일부 수행되었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희토류 산화물이나 세슘을 포

함한 염폐기물에 한 세라믹고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고 폐기물에 한 유리고화연구를

실험실 규모로 수행하고 있고,자발착화반응을 이용하여 인공암석 분말 합성이 이

루어졌음.

-한국수력원자력(주)원자력발 기술원에서는 잡고체,작업복,장갑,폐수지,붕산폐

액 등 ․ 폐기물을 상으로 유리고화 기술을 개발하여 울진 원 에 상용

유리화설비를 설치하고 가동 에 있으나,실제 배기체를 포집한 폐 필터에 한

고화체 제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폐 필터의 안정화 처리 기술 시멘트 고화는 ․ 방사성 폐기물의 시멘

트 고화기술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유리고화 역시 ․ 폐기

물의 유리고화 기술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세라믹 고화기술은 세라믹 핵연료의 성형공정과 소결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

술로서 이 역시 기존 압축 소결 기술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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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폐 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 기술개발

1.고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가.폐 피복 의 재료 특성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한 과정 연료 인출, 단 탈피복 공정으

로부터 폐 피복 (hull)이 발생한다.폐 피복 에는 노내에서 핵연료와 피복 과의 상

호작용(PCI,PelletCladdingInteraction)으로 TRU를 포함한 핵분열생성물이 피복

내면에 약 0.1～1% 정도 침투되어 있다. 이로 로세스와 같은 건식 탈피복 공정에

서는 slitting 는 약 3mm 길이로 단 후 산화/환원 공정으로 피복 과 핵연료를

분리한다.이 과정에서 폐 피복 표면에 사용후핵연료의 분말이 붙어 있을 수 있다.

한 노내에서 성자에 의해 피복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방사화에 의해서도 방

사성 핵종이 생성된다.피복 표면에는 산소와의 반응으로 산화층이 형성되며,건식

공정의 경우 산화/환원 공정에서 산화막이 더 깊이 형성된다.그림 3.1.1.1은 탈피복 후

발생한 폐 피복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1폐 피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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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피복 은 집합체 PLUS-71개를 기 으로 105.72kg,0.11m
3
발생하며,사용

후핵연료 내 속 우라늄 10톤 기 일 경우 무게 2,454kg,부피 2.504m
3
가 발생한

다.폐 피복 의 부피는 단 후 재 도 (stackingdensity)980kg/m
3
[3.1.1.1]을 이

용하여 폐 피복 무게로부터 환산한 부피이다.

폐 피복 은 부분이 Zr합 의 튜 형태로서 공극(voidvolume)이 많아 이미

실용화된 압축이나 용융처리 시 감용 효과가 클 것으로 단된다.국내 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피복 의 부분이 Zircaloy-4이며 이는 Zr98.2wt.%,Sn1.5wt.%,Fe

0.2wt.% 등으로 구성되어있다.이 에서 Zr의 함량이 부분으로 폐 피복 에서 고

순도 Zr을 회수하여 산업체나 고속로 핵연료인 U-TRU-Zr핵연료 는 Zr-based

속폐기물 고화에 재활용할 경우 고 는 TRU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 양을

1/30로 일 수 있어 기존 처리 방법보다 효과 일 수 있다.연소 Zircaloy-4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표 3.1.1.1은 Zircaloy-4의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 도 :6.5g/cc

• 용융 :1,820℃

• YieldStrength(0.2% Offset):594MPa

• UltimateStrength:798MPa

• % Elongationin50mm: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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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Specs. 1 2 3 4 5 6

Cr 0.07-0.13 0.12 0.12 0.12 0.12 0.12 0.12

Fe 0.18-0.24 0.22 0.22 0.22 0.23 0.23 0.22

Fe+Cr 0.28-0.37 0.34 0.34 0.34 0.35 0.35 0.35

O 0.09-0.16 0.12 0.12 0.13 0.12 0.12 0.12

Sn 1.20-1.70 1.52 1.55 1.54 1.54 1.55 1.56

Zr Balance

불

순

물

(ppm)

Al 75 48 53 48 47 50 52

B 0.5 <0.2 <0.2 <0.2 <0.2 <0.2 <0.2

C 270 140 142 138 135 144 146

Cd 0.5 <0.2 <0.2 <0.2 <0.2 <0.2 <0.2

Co 20 <10 <10 <10 <10 <10 <10

Cu 50 <25 <25 <25 <25 <25 25

H 25 <3 <3 <3 <3 <3 <3

Hf 100 68 76 70 70 69 69

Mg 20 <10 <10 <10 <10 <10 <10

Mn 50 <25 <25 <25 <25 <25 <25

Mo 50 <10 <10 <10 <10 <10 <10

N 30 30 26 27 28 32 25

Ni 70 38 36 36 38 <35 39

Si 120 99 99 97 99 99 98

U 3.5 <1.0 <1.0 <1.0 <1.0 <1.0 <1.0

W 100 <50 <50 <50 <50 <50 <50

표 3.1.1.1.연소 Zircaloy-4의 조성

나.폐 피복 방사화 특성 분석

(1)폐 피복 방사화

폐 피복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일부가 노내에서 성자에 의해 방사화된

다.폐 피복 의 방사화 특성은 폐기물 분류뿐만 아니라 최 처리방안 수립에도 주요

고려 상이다.ORIGEN-ARP코드를 이용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해 연소계산

을 수행한 후 연소도에 따른 성자속 변화를 계산하 다.이를 이용하여 Zircaloy-4

피복 의 방사화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표 3.1.1.2는 방사화 상 사용후핵연료 종류

별 방사화 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연소도가 40GWD/tU이하인 경우 방사능의 변화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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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소도가 50GWD/tU이상 높아짐에 따라 방사능과 붕괴열,감마선의 세기는 거의

비례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낮은 연소도인 G23핵연료집합체가 Q43핵연

료집합체와 유사한 방사능 거동을 보이는 것은 출력 도가 34MT/tU로 상 으로

낮은 Q43핵연료집합체가 장기간 노심 내에 장 되어 연소도가 높아진 경우로 성자

속의 세기는 출력 도에 비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G23 Q43 J502 K23

Initialenrichment
(wt.%)

3.2 3.8 4.2 4.2

Powerdensity
(MW/tU)

40 34 42 37

Burnup
(GWD/tU)

35 40 55 52

Zr무게비 0.98 0.98 0.98 0.98

Zr90무게비 0.50 0.50 0.50 0.50

Zr92무게비 0.17 0.17 0.17 0.17

Zr93무게비 1.94E-04 2.09E-04 2.61E-04 2.90E-04

방사능(Ci/g) 9.47E-04 9.40E-04 1.12E-03 1.26E-03

붕괴열(W/g) 7.00E-06 6.94E-06 8.13E-06 9.20E-06

감마세기
(photons/s/g)

5.07E+07 5.06E+07 6.00E+07 6.78E+07

표 3.1.1.2.사용후핵연료 종류별 피복 방사화 특성 비교

(2)폐 피복 방사화 특성 분석

(가)폐 피복 방사화

폐 피복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일부가 노내에서 성자에 의해 방사화

된다.폐 피복 의 방사화 특성은 폐기물 분류뿐만 아니라 최 처리방안 수립에도 주

요 고려 상이다.ORIGEN-ARP코드를 이용하여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해 연소

계산을 수행한 후 연소도에 따른 성자속 변화를 계산하 다.이를 이용하여

Zircaloy-4피복 의 방사화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표 3.1.1.3은 방사화 상 사용후

핵연료 종류별 방사화 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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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가 40GWD/tU 이하인 경우 방사능의 변화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연소도가 50GWD/tU 이상 높아짐에 따라 방사능과 붕괴열,감마선의 세기는

거의 비례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낮은 연소도인 G23핵연료집합체가 Q43

핵연료집합체와 유사한 방사능 거동을 보이는 것은 출력 도가 34MT/tU로 상 으

로 낮은 Q43핵연료집합체가 장기간 노심 내에 장 되어 연소도가 높아진 경우로

성자속의 세기는 출력 도에 비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나)냉각기간에 따른 방사능 변화

그림 3.1.1.2는 냉각기간에 따른 폐 피복 의 방사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방사능은 냉각기간에 따라 지수함수의 형태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10년 냉각시

방사능은 거의 500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3은 에 지 역에

따른 감마 스펙트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낮은 에 지 역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4MeV 이상의 높은 에 지 역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피복 내의 방사화생성물이 되어 높은

에 지의 감마스펙트럼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단된다.

(다)핵종변화

Zircaloy-4피복 은 다양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핵종들이

성자와 반응하여 여러 가지 방사화생성물을 발생시킨다.표 3.1.1.3은 사용후핵연료 연

소도에 따른 폐 피복 원소별 조성을 비교한 것으로 연소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그림 3.1.1.3과 같이 감마 스펙트럼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기

주요 조성은 Zr,Sn,Fe,Cr,O등이며 각각 98%,1.6%,0.2%,0.1%,0.1% 비율

을 가진다.낮은 연소도의 경우 주요 조성 외에 Mo,C,N등을 포함한 다양한 핵종들

이 방사화 붕괴로 생성된다.높은 연소도의 경우 낮은 연소도와 유사하게 핵종을 형성

하지만 방사화 붕괴로 생성되는 핵종들의 함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표 3.1.1.4는 35,000MWd/tU사용후핵연료 폐 피복 의 10년 냉각 후 핵종별 주요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기존 조성 핵종 외 Mo-97,Co-60,Mn-54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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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냉각기간에 따른 폐 피복 의 그림 3.1.1.3.사용후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방사능 변화 폐 피복 의 감마선 세기 변화

표 3.1.1.3.사용후핵연료 연소도에 따른 폐 피복 원소별 조성 비교

Element 35GWD/tU(G23) Element 55GWD/tU(K23)

Charge(g) 10yr(g) Ratio(wt.%) 10yr(g) Ratio(wt.%)

Zr 2.94E+05 2.94E+05 9.79E+01 Zr 2.94E+05 9.79E+01

Sn 4.80E+03 4.80E+03 1.60E+00 Sn 4.80E+03 1.60E+00

Fe 6.75E+02 6.75E+02 2.25E-01 Fe 6.75E+02 2.25E-01

Cr 3.75E+02 3.75E+02 1.25E-01 Cr 3.75E+02 1.25E-01

O 2.85E+02 2.85E+02 9.50E-02 O 2.85E+02 9.50E-02

Mo - 7.16E+01 2.39E-02 Mo 1.12E+02 3.73E-02

C - 3.61E+01 1.20E-02 C 3.62E+01 1.21E-02

N - 2.39E+01 7.96E-03 N 2.38E+01 7.94E-03

Hf - 2.26E+01 7.53E-03 Hf 2.23E+01 7.45E-03

S - 1.10E+01 3.66E-03 S 1.10E+01 3.66E-03

Al - 7.00E+00 2.33E-03 Al 6.99E+00 2.33E-03

V - 6.47E+00 2.16E-03 v 6.64E+00 2.21E-03

Ni - 6.36E+00 2.12E-03 Ni 6.51E+00 2.17E-03

Ti - 6.00E+00 2.00E-03 Ti 6.00E+00 2.00E-03

Cu - 5.94E+00 1.98E-03 Cu 5.92E+00 1.97E-03

Mn - 5.93E+00 1.98E-03 Mn 5.91E+00 1.97E-03

W - 5.45E+00 1.82E-03 W 5.32E+00 1.77E-03

H - 4.02E+00 1.34E-03 Sb 4.12E+00 1.37E-03

Sb - 2.78E+00 9.27E-04 H 4.03E+00 1.34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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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폐 피복 의 핵종별 조성 (35GWD/tU)

Element 10yr(g)
Ratio
(wt.%)

Element 10yr(Ci) Ratio(%)

Zr90 1.49E+05 4.97E+01 Sb125 1.12E+02 3.95E+01

Zr94 5.26E+04 1.75E+01 Sn119m 3.02E+00 1.06E+00

Zr92 5.08E+04 1.69E+01 Co60 1.12E+02 3.93E+01

Zr91 3.26E+04 1.09E+01 Te125m 2.74E+01 9.64E+00

Zr96 8.60E+03 2.87E+00 Fe55 2.72E+01 9.56E+00

Sn120 1.57E+03 5.24E-01 Mn54 2.55E-02 8.99E-03

Sn118 1.16E+03 3.86E-01 Sn121m 8.28E-01 2.92E-01

Sn116 6.84E+02 2.28E-01 Sn121 6.43E-01 2.26E-01

Fe56 6.17E+02 2.06E-01 C14 4.80E-01 1.69E-01

Sn119 4.20E+02 1.40E-01 Ni63 3.81E-01 1.34E-01

Sn117 3.67E+02 1.22E-01 H3 2.08E-01 7.33E-02

Cr52 3.13E+02 1.04E-01 Zr93 1.48E-01 5.19E-02

O16 2.84E+02 9.47E-02 In113m 7.18E-07 2.53E-07

Sn124 2.79E+02 9.29E-02 Sn113 7.18E-07 2.53E-07

Sn122 2.27E+02 7.55E-02 Sn123 1.61E-06 5.67E-07

Zr93 5.87E+01 1.96E-02 Nb93m 5.61E-02 1.97E-02

Mo97 4.42E+01 1.47E-02 Cd109 2.04E-04 7.19E-05

Sn112 4.39E+01 1.46E-02 Ag109m 2.04E-04 7.19E-05

Fe54 3.77E+01 1.26E-02 Ni59 2.85E-03 1.00E-03

C12 3.56E+01 1.19E-02 Y90 1.63E-03 5.74E-04

Cr53 3.54E+01 1.18E-02 Ta182 8.79E-07 3.10E-07

Sn114 3.08E+01 1.03E-02 Sr90 1.63E-03 5.74E-04

다.폐 피복 산화 실험

폐 피복 외면에는 노내에서 냉각수와의 반응으로 산화층이 형성되어 있고 내

면에는 핵연료와의 PCI에 의한 핵연료 침투층과 동시에 산화층이 형성되어 있다.건식

처리 공정의 하나인 산화 탈피복 과정에서도 산화층이 형성된다.산화층은 취성이

약하여 고유의 피복 과는 많은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폐 피복 처리를 해서는

산화층의 특성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폐 피복 의 산화특성을 분석하기 해

Box-Furnace와 TGA를 이용하여 400～700℃ 온도범 에서 산화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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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화층 두께 측정

(가)실험방법

Box-Furnace를 이용하여 450～700℃ 온도범 에서 공기 산화에 의한

산화층 두께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 다.

•장비 :Naberthem Box-Furnace(상온～1100℃)

•재료 :Hull,외경:11.5mm,내경:10.5mm,높이:약 10mm,

질량:786.03～822.01mg

•분 기 :Air

•온도 :450,500,600,700℃ (등온실험)

•시간 :1,2,5,10,24hrs

(나)실험결과

산화 실험 /후의 Hull피복 의 형상 변화를 아래 그림 3.1.1.4에 나타내

었다.600℃ 이하의 산화에서는 속 고유의 은회색이 검은 색으로 변하 으며,600

℃ 이상의 고온에서는 산화 시간에 따라 속 고유의 은회색 검은 색을 거쳐 황토색

으로 변하 다.그림 3.1.1.5는 각 온도별로 24시간 열처리된 Hull피복 의 산화층을

SEM-EDX을 이용 하여 찰한 것이다.피복 의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함에 따라 Zr

의 농도를 나타내는 란색의 높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피복 의 SEM 사진상 색

상에서도 속 Zr부분과 산화 Zr부분을 구분 할 수 있다. 한 600℃ 24시간 열처

리한 피복 의 산화층에서는 산화층과 속층 간의 도 차이에 의한 응력으로 크랙

이 형성되었다.700℃에서 열처리 한 피복 의 산화층에서는 횡방향 크랙이 선명하게

나타났다.이는 피복 표면 산화층의 색 변화와 같은 산화조건에서 일어났다.산화층

의 색 변화와 크랙의 형성과의 계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각 온도별로 산화

층의 두께는 표 3.1.1.5과 그림 3.1.1.6에 나타내었다.각 온도에서 시간에 따라 산화층

이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온도변화에 따라서는 지수함수 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화층은 온도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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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열처리 ·후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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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50℃ b)500℃

c)600℃ d)700℃

그림 3.1.1.5.24시간 열처리 후 피복 (450～700℃,withSEM-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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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열처리 후 피복 의 산화층 두께 변화 (450-700℃)

온도

(℃)

시간

(hr)
외부(㎛) 내부(㎛) 평균(㎛)

450

1 1.5 1 1.25

2 1.5 1 1.25

5 1.5 1.5 1.5

10 2 2 2

24 3 2 2.5

500

1 1.3 0.816 1.058

2 1.06 1.15 1.105

5 1.81 1.81 1.81

10 2.25 1.94 2.095

24 3 3.84 3.42

600

1 3 3 3

2 4 5 4.5

5 5.5 5 5.25

10 7 8 7.5

24 15 12 13.5

700

1 7 7.5 7.25

2 8 7 7.5

5 35 40 37.5

10 70 70 70

24 170 170 170

그림 3.1.1.6.열처리 후 피복 의 산화층 두께 변화 그래 (4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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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화속도 측정

(가)실험방법

산화 탈피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도에 따른 산화속도를 구하기

해 열천칭 분석기(TGA,Thermo-gravimetricAnalyzer)를 이용하여 400～700℃ 온

도범 에서 산화실험을 수행하 다.

•장비 :ScincoTGA-1000(상온～1000℃)

•재료 :Zircaloy-4(지름:6mm,무게:212.6～297.4mg,두께:1.171～1.643mm)

•분 기 :Air

•온도설정 :400,500,550,600,650,700℃ (등온실험)

•시간설정 :24hrs

(나)실험결과

그림 3.1.1.7은 산화 , 후 시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Box-Furnace를 이용한 실험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즉,고온 (600～700℃)의

경우,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온 산화 시료의 경우 택이 사라지

는 정도의 변화만 찰되었다.

그림 3.1.1.7.24시간 열처리 ·후 Zircaloy-4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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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6은 각 온도에서 시간에 따른 무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Zircaloy

피복 의 산화 반응 메커니즘 규명을 해 표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해 각 산화 온도

에서의 반응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를 그림 3.1.1.8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시간에 따라 산화에 의한 무게 변화는 선형 으로 증가하 으나,산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복 의 무게 변화는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 다.

표 3.1.1.6.Zircaloy-4시료의 질량변화 (400～700℃,단 mg)

Time(hrs) 400℃ 500℃ 550℃ 600℃ 650℃ 700℃

1 0.01193 2.5057 5.24199 8.60512 10.90059 21.20863

2 0.44799 3.01595 7.18221 11.79184 17.6969 37.7753

3 0.87809 3.65212 8.55231 14.02277 24.66504 57.84341

4 1.1233 4.21633 9.54164 16.06889 32.06567 81.23959

5 1.36651 4.51373 10.42491 18.1505 39.99176 106.5645

6 1.60111 4.83871 11.17367 20.24024 47.66248 132.2485

7 1.74691 5.20446 11.91815 22.41573 55.96105 157.3171

8 1.86951 5.52524 12.52384 24.63483 63.5282 182.4018

9 1.94241 5.80285 13.11103 27.04391 72.5417 207.0797

10 2.03784 6.11584 13.65409 29.50103 81.0474 232.1705

11 2.1008 6.4702 14.14733 31.97368 90.38336 257.8651

12 2.15315 6.75621 14.61352 34.42637 99.29095 282.8656

13 2.38643 7.0632 15.05979 36.95003 107.6337 307.3793

14 2.43083 7.39057 15.50463 39.67253 116.6177 331.3068

15 2.47192 7.97817 15.97722 42.3906 125.031 356.1103

16 2.5256 8.32894 16.6 45.11236 133.735 380.0755

17 2.57464 8.75764 17.17011 47.94796 142.1966 404.6822

18 2.61573 9.08682 17.78577 50.84418 151.6214 428.8022

19 2.66676 9.68401 18.37438 53.78844 160.2624 453.3364

20 2.70718 9.97961 18.96868 56.72383 168.987 477.6731

21 2.794 10.16429 19.68826 59.61709 177.6663 501.9095

22 2.97293 10.72131 20.37722 62.71659 186.4068 526.4617

23 2.98287 10.82684 21.17011 66.12877 194.9813 552.303

24 3.12469 11.09246 21.99431 69.35911 202.2743 57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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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Zircaloy-4시료의 질량변화 그래 (400-700℃)

• 무게증가

온도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를 통해 얻은 피복 의 질량 증가는 아래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400℃ :Weightgain= 1.35+0.07t(mg/dm2) (3.1.1)

500℃ :Weightgain= 2.49+0.37t(mg/dm2) (3.1.2)

550℃ :Weightgain= 7.72+0.57t(mg/dm2) (3.1.3)

600℃ :Weightgain= 2.90+2.69t(mg/dm2) (3.1.4)

650℃ :Weightgain= -1.74+8.49t(mg/dm2) (3.1.5)

700℃ :Weightgain=-10.92+24.42t(mg/dm2) (3.1.6)

앞의 데이터들을 통해 피복 의 산화 반응이 0차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피복 산화 반응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상수 (3.1.7)

  × 


 


(3.1.8)

ln   



 ln (3.1.9)

여기서 R은 기체상수 (8.31 J/molK),T는 온도 (K),A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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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m
2
·hr)를 나타낸다.

따라서,(lnk)와 (1/T)가 선형의 계를 가지고,둘 사이의 기울기를 통해

피복 산화 반응의 활성화에 지를 구할 수 있다.시간에 따른 무게증가 식을 시간으

로 미분하여 속도 상수를 구하 다.이 게 얻어진 (lnk)와 (1000/T)의 계를 아래

그림 3.1.1.9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9.Zircaloy-4시료의 Rateconstant변화 그래

의 그림 3.1.1.9에서 나타낸 것처럼 6개의 온도에서 실험한 반응 속도가

선형 인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즉,400,500,550℃에서의 결과가 선형 인 결과

를 나타내었고,600,650,700℃에서의 결과가 선형 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이는 앞

에서 언 한 온에서의 피복 산화 속도와 한 연 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각

역에서의 기울기를 통해 구한 활성화에 지는,400,500,550℃의 실험 결과 경우

28.3kJ/mol이었고,600,650,700℃에서의 경우 71.9kJ/mol이었다.즉,피복 표면

만 산화시키는 경우 상 으로 낮은 28.3kJ/mol의 활성화에 지만이 필요하지만,피

복 내부까지 산화시키기 해서는 71.9kJ/mol의 활성화에 지가 필요하다고 측할

수 있다.각 실험 온도에서의 반응 속도식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 


 


(mg/dm
2
·hr) (400,500,550℃) (3.1.10)

  ×


 


(mg/dm
2
·hr) (600,650,700℃)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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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용후핵연료 폐 피복 산화막 핵종 침투 특성 분석

(1)시험 방법

노내 연소 PCI에 의해 피복 에 침투되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은 주로 피복

표면에 형성된 산화층에 존재하며,일부는 피복 내부로 침투되기도 한다.연소도

에 따른 폐 피복 에 형성된 산화층과 핵분열 생성물의 침투깊이를 EPMA를 이용하

여 측정하 다.

(2)시험 재료

•연소도 :27,000,37,000 58,000MWd/tU

•탈피복 조건 :연소도 27,000,65,000MWd/tU시료 :기계 탈피복,

연소도 38,000MWd/tU시료 :산화 탈피복

시료 명 연소도 (MWd/tU) 탈피복조건 무게 (g)

G23-B5 27,000 기계 종방향 단 0.73

TRQ43F16 37,000 산화 탈피복 0.92

K23-B16 58,000 기계 종방향 단 0.88

표 3.1.1.7.폐 피복 시료의 연소도 탈피복 조건

(3)시험 결과

그림 3.1.1.10은 1000배의 EPMA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그림에서 상 으

로 밝은 회색부분은 Zircaloy-4이며,진 회색부분은 산화층을 나타내며,흰색은 우라늄

과 같은 분자량이 높은 원소들을 나타낸다.특히 58,000MWd/tU인 고연소도에서 약

20μm의 우라늄 층이 찰되었다.이는 고연소도시 recoil에 의해 산화층에 침투 된

것으로 단되며,산화 탈피복에서도 분리되지 않았다.그림 3.1.1.11은 연소도 치

에 따른 산화층 두께를 측정하기 해 Zr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연소도가 27,000에

서 58,000MWd/tU으로 증가함에 따라 폐 피복 의 산화층은 10μm에서 22μm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다.그림 3.1.1.12는 폐 피복 내부에 침투되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의 깊이를 측정하기 해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연소도

27,000과 37,000MWd/tU의 경우는 3,8μm이고 고연소도인 58,000MWd/tU의 경우



-27-

핵분열 생성물 침투깊이는 15μm로 찰되었다.표 3.1.1.8과 그림 3.1.1.13은 연소도에

따른 폐 피복 의 산화층,핵분열 생성물 층,침투깊이 폐 피복 표면에 붙어있는

핵분열 생성물 층을 나타낸 것이다.산화층과 침투깊이는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표면에 부착된 핵분열 생성물 층은 연소도 37,000

MWd/tU 피복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는 산화 탈피복 공정에서 탈착된 것으로

단된다.

G23-B5 TRQ43F16 K23-B16

산화층

피복관

우라늄

산화층

산화층

피복관

우라늄피복관

우라늄

그림 3.1.1.10.연소도에 따른 폐 피복 의 산화층 변화

그림 3.1.1.11.연소도 치에 따른 Zr의 농도변화

그림 3.1.1.12.연소도 치에 따른 FP층과 침투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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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명
연소도

(MWd/tU)

산화층

(μm)

FP층

(μm)

침투깊이

(μm)

표면부착층

(μm)

G23-B5 27,000 10 10 3 7

TRQ43F16 37,000 18 12 8 4

K23-B16 58,000 22 38 15 23

표 3.1.1.8.연소도에 따른 폐 피복 의 산화층 핵분열 생성물 침투층

그림 3.1.1.13.연소도에 따른 산화층,FP층,침투깊이 표면부착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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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폐 피복 최 처리방안 수립

가.처리 후보기술

폐 피복 의 오염방출 수 을 ICRP의 권고기 에 맞추어 폐기물로 분

류하기 해 Zr이나 Stainlesssteel피복 의 한 처리가 필요하다.특히,경수로의

피복 으로 사용되는 Zircaloy의 경우,공기나 산소 분 기에서 자연발화 특성이 있기

때문에,피복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험 한 고려해야 한다.Zircaloy에

의한 화재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첫째는 피복 을 깎거나 단 시

기계 인 압력에 의한 것이고,두 번째는 이동 시 기계 인 마찰에 의한 것이다.첫

번째의 경우는 특히,피복 이 방사화에 의해 부서지기 쉬울 때 발생하게 된다.

Zircaloy피복 의 보 이나 처리공정에 있어서 미세가루는 다음과 같이 리할 수 있

다.

-Hull의 건조를 피하고 습도를 충분히 유지

-미세가루의 축 을 피함

-발화 요인 물질을 피함

-불활성 물질의 사용

-낮은 온도로 유지

-미세가루를 제거해 분리 처리

Zircaloy피복 의 다른 문제는 600℃ 이상의 온도에서 tritium이 방출될 가

능성이 있고 고온공정 발생할 수 있는 gas의 처리 한 필요하다는 것이다.약 800

℃ 이상의 고온에서 잔여 연료가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피복 에서 휘발성의 Cs이 방

출될 가능성 한 존재한다.따라서,처분 합한 형태의 처리 후 폐기물이 정의될 때

까지,피복 을 다음의 방책들 하나에 기반을 두어 처리하여야 한다.하나는 피복

을 복구 가능한 장고에 보 하던지,방사화된 연료와 함께 보 함으로써 피복 과

구조체의 발생을 지연시켜야 한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 피복 은 공극(Void

volume)이 많아 압축 는 용융처리 기술이 실용화되어 활용되고 있다.폐 피복 내

면에는 TRU를 포함한 핵분열생성물이 침투되어 있어 TRU 폐기물 는 고 폐기

물로 분류된다.이런 TRU 는 고 방사능 물질들은 폐 피복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

에 부분 치하고 있어 폐 피복 내면의 산화막 박리에 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폐 피복 은 98% 정도가 Zr으로 구성되어 있어,고 순도 Zr을 회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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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나 고속로 핵연료인 U-TRU-Zr핵연료 는 Zr-based 속폐기물 고화에 재활

용할 경우 고 는 TRU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 양을 1/10로 일 수 있어

이에 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지 까지 알려진 폐 피복 처리방법은

-encapsulationandstorageordisposal

-compactionandencapsulation

-matrixformation(withorwithoutcompaction)andencapsulation

-melting(withorwithoutcleaning)

-chemicalreactiontochloride,fluoride,oxideorsulfateandencapsulation

-conversionintoanabsorbentforhighlevelwasteandencapsulation

그림 3.1.2.1은 폐 피복 는 구조재 폐기물과 같은 속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도표화 한 것이다[3.1.1.2].주로 기계 방법과 열-기계 방법 그리고 화학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2.1. 속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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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제 운용 인 처리 방법

표 3.1.2.1.폐 피복 처리를 한 기계 ,열 방법의 장·단

공정
공정
온도

장 단 재단계

Rollcompaction

& embeddingin

cement

상온
-기존기술에 비해

부피 2.4배 감소

-추가 공정 단계가 필요

-공정 시 불활성기체

분 기 필요

-실험실 규모로 시행,

단 규모 쉬울

것으로 상

Embeddingin

low water

ceramiccement

100℃

-부식 항성 높음

-방사성 기체

발생 음

-건조시간 길다
-125L규모로 개발

-건조 단계 보완

Embeddingin

graphiteby

press-compaction

150℃

-물리 특성이

뛰어나며,부식

침출 항성 우수

Press

compactionw/or

w/oleadcuttings

상온

-납 조각의 양에

따라 2～6배로

hull부피 감소

-tritium 방출 없음

-열 도도와

방사 항성이

크고 gas방출

없음

-불활성 gas분 기

필요

-실험실 규모로 개발된

상태

-지속 인 연구 진행

Presscompaction

andembeddingin

leadalloy

450℃

-부피 감소 크다.

(4.6배)

-온도 당,

폐기물이 화학 ,

기계 ,

방사 으로 안정

-납 사용량 많음

-납 고정체 손상 시

특정 fissionproduct가

샐 가능성

-벨기에에서 실험실

수 의 연구 수행

Embeddingin

metalalloys

usingpowder

metallurgy

450℃

-공정온도 압력

양호

-Tritium방출이

거나 없음.

-침출 항성이

좋고 염에 한

부식 항성 좋음

-Hull의 탄성 압축에

의한 내부 응력이

발생해 균열 발생

가능성

-연구개발 기 상태

-작은 sample(100mm

Φ,100mm h)에 해

독일에서 수행

Embeddingin

glass

900～

1150℃

-Glass와 hull간의

팽창계수 차이로 crack

발생 가능성

-기계 열 안정성

떨어짐.

-고온에서 Tritium,

Cs,Ru이 휘발됨

- 랑스와 미국에서

연구개발 수행.

-산업화 규모 시설로

부 합.

Encapsulationin

ceramicalumina
1200℃

-화학 으로 방사

열 안정성이

우수

-고온,고압이 요구됨

-Tritium 방출 상

-실험실 규모 연구

-기술 한계로 단

Cryogenic

temperature

method

～100

℃

-Tritium 방출이나

hull에 포함된 방사능

핵종의 휘발

-시스템에 한

개념도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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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aloyhullsfrom LWR

랑스, 국:bulk형태로 water-filledstainlesslinedconcretesilo에 보

(‘70～80년 )

벨기에,일본:water-filledstainlesssteelcontainer에 넣어 물속에 보

(‘70～80년 )

-Zircaloyhullsfrom CANDU

이탈리아:2m
3
의 container에 시멘트화시킴

인도:200-Lcarbonsteelbarrel에 cement고화체에 넣어 보

독일:Epoxyresin으로 paint칠하고 폴리에틸 bag에 넣어 170-Lsteel

drum과 200-Lsteeldrum 이 으로 보

(3) 재 개발 인 화학 처리 방법

표 3.1.2.2는 재 개발 인 공정의 온도,장/단 , 재 개발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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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폐 피복 처리를 한 화학 방법의 장단 분석

공정
공정
온도

장 단 재단계

Conversionto

zirconate

400～

800℃

-액체 고 폐기물을

안정화 함.

-고온공정

-독성의 화학물질

-Tritium,휘발성 물질

방출

Conversionto

zirconiaby

oxidationand

embeddingin

cementor

bitumen

800～

1500℃

-안정성,장기보 성

좋음.

-불연성

-고온공정

-Tritium 휘발성의

fissionproduct발생

-독일에서 실험실

규모로 test만 시행

Conversionto

hydrouszirconia

byammonium

fluorideand

solidificationof

theprecipitatein

cement

100℃ -불연성
-단계가 복잡

-용해 시 tritium 발생

-실험실 규모

-추가진행 없음

Conversionto

zirconium silicate
1400℃

-화학 으로 안정

-Hull과 hardware를

함께 처리

-고온 공정

-독성 gas가 필요

-Tritium 방출

Meltingprocess 1850℃

-Stainlesssteelhull을

장한 slag와 함께

녹여 TRU물질을

slag로 분리시킴

-Tritium 방출

-고온

- 랑스에서

표 공정으로 건설

정

Meltingprocess

involving

additives

1100～

1200℃

-온도를 첨가제로 낮춤.

-Hardware와 함께 처리

가능

- 랑스에서

체방법으로 연구

수행

-일본에서 실험실

규모 시험, 재 단

Conversionto

zirconiaby

oxidation

300～

550℃

-Hardware도 산화물

형태로 환가능

-불연성

-고온 공정

-독성의 화학물질사용

-Tritium 방출

-세부 개발 진행

없음.

Hotisostatic

pressingprocess

forhulls

1000℃

-부피는 7배,표면

300배 이상 감소

-고 도,고열 도도,

방사 기계 안정성

우수

-고온,고압필요

-Tritium hull에 존재

-스웨덴,일본에서

실험실 규모로

활발히 연구

Ceramics

solidification

1300～

1500℃

-고온,고압필요

-Tritium 방출
-일본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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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제작

가.염소화 반응 처리장치 제작

기존의 1단계 연구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처리공정 개발)에서 고안된 실

험 장치는 반응기의 부피가 크고 반응 생성물인 ZrCl4의 이동 경로가 길기 때문에 단

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의 결과로 ZrCl4가 회수 도 반응기 내벽에 붙는 상이 발

생하여 회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러한 단 을 해결하고자 2단계 연구에

서는 ZrCl4의 이동경로를 짧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반응기를 설계하 다.아

래 그림 3.1.3.1(A)에는 새롭게 고안된 염소화 반응기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3.1.3.1].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새로운 반응기에는 반응 역의 가운데에 석 필터를 넣어

hull이 그 에 지지되는 동시에 기화된 ZrCl4 염소 기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

다. 한 염소 기체를 반응기의 에서부터 주입하여 ZrCl4 염소 기체가 반응기의

하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설계하 다.반응 역을 빠져나온 ZrCl4는 바로 아래의 포

집 역에서 고체로 포집되고 염소 기체는 처리 장치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

다.이 새로운 반응기의 장 은 기화된 ZrCl4의 이동 경로가 짧고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ZrCl4의 손실 없이 포집이 가능하다는 이다.제작된 석 반응기의 설치 모

습과 포집되고 있는 ZrCl4의 모습을 그림 3.1.3.1에 나타내었다.제작된 석 반응기는

지름이 4cm,길이가 45cm로 100g규모의 피복 처리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림 3.1.3.1.(A)염소화 반응기의 개념도 (B)제작된 반응기의 set-up.(C)

염소화 반응을 통해 회수 인 ZrCl4의 모습



-35-

나. 해정련 장치 제작

Zr회수를 한 해정련 실험에서 사용되는 용융염의 종류는 다양하다.특히,

FLINAK이라고 불리는 LiF-NaF-KF-ZrF4의 경우,Zr이온의 산화상태가 +4가로 단

일하게 존재하며, 착물이 coherent 속으로 얻어진다는 장 이 있다.하지만,

fluoride계열 용융염 사용 시,공정온도가 650～750°C로 높고,fluorine의 강한 부식성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기 극으로 리 사용되는 Ag/AgCl을 사용할 경우,

Pyrex튜 가 600°C이상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해정련의 공정온

도는 600°C이하로 조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본 보고서에서는 녹는 과 부식성이

상 으로 낮은 chloride계열의 LiCl-KCl공융염을 기 으로 해정련 장치를 설계하

다.기 공정온도는 500°C이며,ZrCl4를 개시제로 선정하 다.그림 3.1.3.2는 Zr

해정련 장치 제작을 한 공정 모식도이다.양극 바스켓 내부에 폐 피복 을 넣고 양

극과 연결한 뒤,음극과 기 극 사이에 압을 가하면,양극에서는 Zr의 이온화가

음극에서는 Zr의 환원이 일어나게 된다.이때 양극에서는 Zr의 이온화와 함께,피복

에 포함된 산화물 형태의 핵분열 생성물들이 바스켓 내부에 남지만,일부는 용융염 내

의 ZrCl4에 의해 환원되어 녹아 나올 가능성도 있다.용융염으로 핵분열 생성물이 녹

아 나올 경우,액체카드뮴 극 (LCC)을 통해 주기 으로 회수해야 할 것으로 상된

다.

그림 3.1.3.2.Zr 해정련을 한 반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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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정련 반응기와 극 개념설계

-양극 바스켓

해정련 반응기의 설계 모식도를 그림 3.1.3.3과 같이 나타내었다. 체 반응

기의 크기를 결정하기에 앞서,양극 바스켓의 크기를 설정하 다.먼 ,처리할 피복

의 무게 10g을 기 으로 하여,양극 바스켓의 지름을 25mm,높이를 30mm로 설계

하 다.무게 10g은 2.3cm 길이의 Zircaloy-4피복 3개 정도의 무게로,피복 을

압축할 경우,약 20g까지 장입이 가능하다.재질은 Zr보다 산화 가 낮은 stainless

steel로 하여 Zr이 dissolution될 때 바스켓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다.양극 바

스켓에 담긴 피복 으로부터 Zr이 dissolution되어 나오는 반응 속도가 Zr 해정련의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dissolution된 Zr이온의 물질 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양극 바스켓을 반응기 앙에 설치하여 교반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음극 기 극

음극은 W이나 Mo과 같이 Zr에 비해 noble한 속 wire를 사용하여,음극에서

의 dissolution 부반응을 피하고자 하 고,음극 면 을 일정하게 하기 하여 1Ø

wire를 외경 3Ø 알루미나 튜 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다.기 극으

로는 고온에서 비교 안정하고 제작이 쉬워 리 사용되는 Ag/AgCl 극을 사용하

는 것으로 결정하 다.이 때,1Ø Agwire가 들어갈 Pyrexglasstube의 지름은 6

mm로 설정하 다.

- 극의 배치

극의 배치 시 가장 큰 고려 사항은 앙에 배치되는 양극과 음극의 거리,음

극과 기 극의 거리,그리고 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양극과 음극의 거리는 피

복 으로부터 해정련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착물의 크기로부터 정해지며,10g

의 피복 을 처리하여 이론 도로 음극에 착이 되었을 때 지름을 기 으로 양극과

음극의 거리를 설정하 다. 한,음극에 를 가할 때 해액의 용액 항에 의한

감소를 최 한 방지하고자 기 극과 음극의 거리를 가까이 하 다.이러한 기

으로 설계된 배치를 그림 3.1.3.4와 같이 나타내었다.기 극은 음극과의 거리는

가깝게 하되,음극과 양극사이의 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

극을 음극과는 약 30°의 각을 이루면서 음극 심선보다 뒤쪽에 치하도록 하 다.

한,교반이 가능한 양극 바스켓 이외에 교반기를 추가 으로 배치하여 용융염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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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 물질 달을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다.폐 피복 으로부터 Zr 해정련 시

Zr보다 환원 가 높은 핵분열 생성물들 혹은 피복 구성성분을 석출,분리하거나,

추가 인 극이 필요할 경우를 비하여,기 극을 심으로 칭 치에 제 2음극

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 다.용융염의 온도를 측정하는 TC(Thermocouple)는 극 반

응에 향을 주지 않도록 교반기 바깥쪽에 배치하 다. 한,모든 극과 내부 장

치들은 반응기 덮개에 구멍을 내어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 다.

-반응기 크기

앞서 언 하 듯이,양극 바스켓의 크기를 기 으로 하여 각종 극의 치를

고려하여 반응기 내부 지름을 72 mm로 하 으며,재질은 바스켓과 마찬가지로

stainlesssteel,두께는 3mm로 결정하 다.반응기를 가열로 내부에서 장착 탈착

이 쉽도록 하기 해 반응기의 윗부분은 돌출형으로 설계하 다.설계된 반응기 내부

에 들어가는 LiCl-KCl용융염의 최소량은 모든 극이 잠겼을 때를 기 으로 하여

250g으로 정하 다.용융염에서는 Li K 이온 자체가 도성을 띄기 때문에 반응

기의 크기나 용융염의 양이 자 달 반응 속도에는 거의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3.1.3.3.Zr 해정련 반응기 크기 극 배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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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Zr 해정련 장치의 평면 모식도

(2) 해정련 반응기 설계

Zr 해정련 반응기의 모식도를 바탕으로 AutoCAD를 이용하여 실제 반응기

제작을 한 설계를 수행하 다.그림 3.1.3.5는 반응기의 단면과 모서리 부분을 나타

낸 것이다.바닥에서 40mm 지 에 홈을 내어 필요한 용융염의 양이 표시될 수 있도

록 하 다.모서리 부분은 135°각도로 기울기를 주어,반응기를 넣고 빼내기 쉽도록

하 으며,끝 홈을 가열로 내 주변의 크기와 일치시켜 반응기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하 다.



-39-

그림 3.1.3.5.Zr 해정련 반응기 단면 설계도

그림 3.1.3.6은 에서 바라본 반응기의 평면도이다.그림 3.1.3.4의 모식도와 같

은 형태로 극 부속 장치들을 배치하 다.특히,각 극을 고정시킬 때 극 주

변에 O-ring과 아세탈(Polyoxymethylene)ring을 함께 사용하여 이 잘 되도록 하

다.

그림 3.1.3.6.반응기 덮개에 치하는 극 배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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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은 반응기를 가열기 내부에 장착하 을 때 단면도를 나타낸다.우

선,반응기의 덮개 양단을 두 개의 기둥 일과 연결하고 심에는 덮개 총 무게와 동

일한 추를 설치하여 수동으로도 쉽게 반응기 덮개를 여닫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반응기와 덮개 사이에는 8단의 방열 을 설치하여 열 달을 억제하 으며,반응기 내

주변으로 냉각수 라인을 설치하여 덮개와 반응기 내 사이를 하는 O-ring이

열에 의해 타거나 녹지 않도록 하 다.실험이 끝난 뒤,덮개에 고정된 극을 용융염

으로부터 꺼내어 냉각시킬 때에도, 해액 깊이만큼의 내부 공간을 추가 으로 확보하

여,상부 방열 의 하단부가 고정 높이에서 반응기 덮개 역할을 하여 외부로부터 이물

질 이입이 최소화되도록 하 다.교반장치는 그림 3.1.3.7에서와 같이 덮개 에 모터

를 설치하고 교반기와 벨트로 연결하여 구성하 다.도면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양

극 바스켓과 동일한 형태로 교반장치를 설치하 다. 한,반응기 용량의 확 가 가능

하도록 반응기 주변에 flange를 설치하 다.

그림 3.1.3.7.Zr 해정련 반응기의 단면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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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부 를 확 한 3.1.3.8에 나타나 있듯이,교반기와 양극 바스켓의 경우,

상단이 모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극 교체를 효율 으로 하기 해서 하단부를

분리형으로 설계하 다.

그림 3.1.3.9는 반응기 덮개의 상단부를 나타낸 도면이다.덮개를 수평으로 이

동시키기 해 세 기둥과 도르래를 설치하 으며, 각선 방향으로 두 개의 모터를 배

치하 다.그림 3.1.3.10은 이 게 설계한 장치를 왼쪽 에서 본 단면을 나타낸다.덮

개와 무게 추 사이에는 당한 간격을 두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 다.

그림 3.1.3.8.Zr 해정련 반응기를 가열기 내 에 장착한 단면 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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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반응기 덮개 상단부 도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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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0.반응기 덮개 왼쪽 단면도

(3) 로 박스 설계

앞 서 설계한 해정련 반응기가 포함된 로 박스를 그림 3.1.3.11과 같이

설계하 다.표 3.1.3.1에 나와 있듯이, 체 본체는 stainlesssteel4mm 두께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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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면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를 8mm 두께로 제작하여 내

부를 쉽게 찰할 수 있도록 하 다.실험 장치를 조작하기 해 부틸 재질의 로

세 개를 정면에 설치하 다.

그림 3.1.3.11. 해정련 반응기가 포함된 로 박스 윗면과 앞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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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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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1. 로 박스 사양

세부 사양

제조사 우성하이백

본체 재료 SUS304,4mm 두께

면 패 8mm polycarbonateplate

로 Butyl(Φ 9in,length32in)

Moistureanalyzer ～ 1ppm

Oxygenanalyzer ～ 1ppm

Particlefilter HEPA필터 (0.3μm)

Antechamber 1Regular/1mini

온도범 ～ 1,000°C

해정련 장치의 정면 오른쪽 하단부에는 가열로를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

가 배치되어 있으며,오른쪽에는 물질 이송을 한 Loadlockchamber가 연결되어 있

다.소규모 장치,도구 시약을 효율 으로 이송하기 해 Antechamber를 면에

추가하 다. 로 박스 내부를 고 순도의 Ar분 기로 유지하기 하여,퓨리 이어

(Purifier)를 Loadlockchamber하단 부에 배치하 다.퓨리 이어를 사용할 때 로

박스 내부의 미세한 입자를 거를 수 있도록 양 단에 HEPA필터를 두 개 장착하

다.퓨리 이어는 로 박스 내부의 수분과 산소 농도를 1ppm이하로 조 할 수 있

으며,수분,산소 측정기를 설치하여,수분과 산소를 ppm 단 로 읽을 수 있도록 하

다. 로 박스 왼쪽 면 부분에는 외부의 Potentiostate/Galvanostate장비와 기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구리 재질로 커넥터를 설치하 다.

그림 3.1.3.12는 해정련 장치의 컨트롤 패 을 보여 다.우선 왼쪽 상단에

원 스 치가 있으며,바로 에는 냉각수 공 확인 장치가 있다.오른쪽에 배치된

디스 이는 가열로에 공 되는 압과 류 값을 각각 나타낸다.컨트롤 패 의 하

단 부에는 온도 제어 장치와 디스 이,교반기 조 장치가 치하고 있다.가열기

조 시 격한 류 공 에 의한 과열을 방지하기 해 반응기 내부에 설치된 TC가

아닌,가열기에 설치된 TC로 내부 온도를 간 으로 조 한다.즉,반응기 내부를

500°C로 유지하기 해서는 외부 가열기의 온도를 600～650°C정도로 설정해 주어

야 한다.가열기 온도 제어를 통해 반응기 내부 온도를 설정할 경우,설정 온도(Set

Value,SV), 재 온도(PresentValue,PV),반응기 온도(CrucibleValue,CV)의 시간

에 따른 추이를 기록해야 한다.이를 해 추가 으로 DataAcquisitionSystem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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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 다.

그림 3.1.3.12. 해정련 장치의 컨트롤 패 도면

그림 3.1.3.13왼쪽 도면은 로 박스의 왼쪽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외부의

장치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소켓이 4개 설계되어 있다. 로 박스 뒷면에는 시약

과 도구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선반을 2층으로 설계하 다.그림 3.1.3.13오른쪽 도면

은 반 편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퓨리 이어 컨트롤 패 뒤로 Regeneration을 한

퓨리 이어 장치와 로터리 펌 가 배치되어 있다.

쫓술 면 E;J 면 펀평 환평 
때뻐&빼야%’"'" 틀~ 

蠻짧뽑 
흩킹 흩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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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3.Zr 해정련 장치 왼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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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제작된 로 박스 외

그림 3.1.3.15.제작된 해정련 반응기 덮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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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는 의 도면에 따라 제작된 해정련 장치의 외 사진이다.냉

각수 공 을 해 추가 으로 오른편에 순환식 항온조를 설치하 다.그림 3.1.3.15는

내부 반응기의 덮개를 덮은 후 모습이다.양극 바스켓과 교반기를 한 모터 두 개가

설치되었으며,TC(노란색)와 음극(stainlesssteelrod)가 설치된 모습이다.

(4) 해정련장치 온도 제어를 한 기록 장치 제작

앞서 언 하 듯이,제작된 해정련 반응기 내부 온도 값(CV)을 가열기의

재 온도 값(PV)으로부터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각 설정온도(SV)에 따른 PV,CV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기록하여 비교하여야 한다.즉,각 설정온도 별 반응기 내부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거꾸로 원하는 내부 온도를 설정온도로 조 하는 것이다.그림

3.1.3.16은 반응기 내에 LiCl-KCl용융염이 없는 상태에서 SV를 400°C,가열속도는 4

°C/min로 설정하여 시간에 따른 PV,CV를 직 측정하여 기록한 결과이다.설정온

도가 유지되는 지 에서 실제 반응기 내의 온도는 약 150°C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이것은 반응기와 가열기 사이의 빈 공간에 의해 열 달이 잘 안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그림 3.1.3.17은 LiCl-KCl공융염을 반응기 내에 넣어 TC와 시킨

상태로 650°C의 SV에 해 PV와 CV를 측정한 결과이다.LiCl-KCl의 녹는 인 357

°C를 지나 500°C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며,승온속도를 4.3°C/min으로 했을 경

우,용융염 온도가 500°C가 되는 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열기 출력 부 조 을 통해 가열 시간 조 은 가능하다.

이 게 반응기 내의 용융염을 원하는 온도로 설정하기 해서는 그에 해당되

는 PV값을 알아내어야 하며,사용자가 편리하게 온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하다.이를 하여 DAQboard와 LabView 로그램을 사용한 온도 측정 시스템을 제

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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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6.반응기 내에 염이 없을 경우 설정온도(SV)에 한 재온도(PV)와

반응기 온도(CV)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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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7.반응기 내에 LiCl-KCl공융염이 있을 때 설정온도(SV)에 한

재온도(PV)와 반응기 온도(CV)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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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장치 랩뷰 로그래

가열기의 온도 로그램 컨트롤러는 ㈜한 스의 NP200모델을 사용하 다.

이 장치에서 SV를 설정하게 되고 이것은 류의 값으로 외부출력이 가능하다.반면,

가열기(PV)와 반응기(CV)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TC는 TypeK로서 Chromel-Alumel

junction간의 압차이를 측정해 외부로 출력하게 된다.따라서 각 온도 값을 컴퓨터로

읽기 해서는 SV에 한 류 값과 PV,CV에 한 압 값을 DAQ board를 통해

온도로 변환하고,이 값을 LabView로 보내야 한다.그림 3.1.3.18는 온도 로그램 컨

트롤러의 류와 TC의 압을 동시에 입력 받아 출력할 수 있는 Advantech사의

DAQ장치를 보여주며,온도 컨트롤러 패 에서 SV,PV,CV를 DAQboard의 입력으

로 연결한 배선을 그림 3.1.3.19에 나타내었다.PV와 SV는 온도 로그램 컨트롤러 장

치에서,CV는 TC와 디스 이의 연결부에서 데이터 출력 단자를 연결하 다.

그림 3.1.3.18.Advantech사의 DAQ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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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9.온도 출력을 한 측정 단자 연결

DAQ로부터 변환된 온도 값을 기록하기 해서 그림 3.1.3.20과 같이 LabView

를 이용해 로그래 을 하 다.LabView는 하드웨어 장치로 입력되는 측정값의 분

석,출력,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그래픽 로그래 툴로서 내장

라이 러리,그래픽 아이콘,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로그래 이 가능하다.그

림 3.1.3.20은 이러한 LabView로 제작한 온도 측정 로그램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

타낸 것이다.왼쪽 부분에서 세 온도 값에 해 입력을 받고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

으며,윗 부분은 데이터 장에 한 모듈,오른쪽 부분은 화면으로 출력하는 모듈

로 구성이 된다.그림 3.1.3.21은 이 게 로그래 된 시스템의 면 패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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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0.온도 측정을 한 LabView 로그램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3.1.3.21. 해정련 장치 온도 측정 LabView 로그램 면 패

그림 3.1.3.22는 실제 LiCl-KCl용융염을 500°C로 가열하기 해 SV를 650

°C로 설정하고 LabView를 통해 연속 으로 읽어 들인 데이터를 나타낸 그림이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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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표 치에서의 작스런 온도 증가는 LiCl-KCl이 완 히 녹은 다음,덮개를 덮어

TC가 염 속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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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2.LabView로 출력, 장된 온도-시간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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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가.염소화 장치 성능시험

앞에서 나타낸 새로운 디자인의 염소화 반응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

을 수행하 다.

(1)염소화 반응 기 실험

앞에서 나타낸 석 반응기를 이용한 염소화 반응 기 실험에서는 380°C,

50mol.% Cl2+50mol.% Ar기체를 이용하 다.기체의 총 유속은 40cc/min으로

하 고 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반응 후의 Zircaloy-4피복 의 모습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3.1.3.1,3.1.4.1].

그림 3.1.4.1.염소화 반응 (좌),후(가운데)의 Zircaloy-4피복 의 모습.회수된 반응

생성물의 모습 (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회수된 반응 생성물은 흰색의 고운 분말로,ZrCl4의 색

과 일치한다.ICP-AES를 이용해 분석한 반응 생성물의 속 성분 조성은 Zr이 99.97

wt.%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순도를 나타내었다.반응 Zry-4에 한 조성 분석 결과

는 Zr98.30wt.%,Sn1.31wt.%,Fe0.25wt.%,Cr0.14wt.% 다.특히,Sn Fe의

경우 염소화 반응 생성물 (SnCl4 FeCl3)의 비 이 각각 115°C,316°C라는 을 감

안하면,Zr의 순도가 상보다 훨씬 높았다.이러한 실험 결과를 이해하기 해 HSC

chemistrycode를 이용한 반응 거동 모사를 수행하 다.

아래 표 3.1.4.1에는 다양한 비율의 Zry-4:Cl2에 한 평형 조성을 나타내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0.1,1:1,1:1.5비율에서는 Zr많이 생성물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후 1:2,1:5비율로 Cl2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Sn,Fe,Cr의 염화물도 생성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곧 각 구성 물질들과 Cl2간의 반응 우선순 가 있음

을 나타낸다.이를 보다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하여 Zr,Sn,Fe,Cr이 각각 25mol.%

(0.25kmol)이 있다고 가정한 뒤 Cl2의 양을 0.1에서 2.1kmol까지 증가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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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Cl4(g),SnCl4(g),FeCl3(g),CrCl3의 평형 조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림 3.1.4.2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면 Cl2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ZrCl4(g)가 가장 먼 0.25kmol

에 도달하고 이후 CrCl3,SnCl4(g),FeCl3(g)의 순으로 각각 0.25kmol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각 속과 Cl2의 반응이 Zr>Cr>Sn>Fe의 경향성을 가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앞의 실험결과를 이해하는데 결정 인 힌트를 제

공한다.즉,본 장의 실험에서는 Zr이 완 히 반응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염소

의 공 이 단되었기 때문에 반응성이 가장 높은 Zr이 ZrCl4로 우선 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product의 순도가 상보다 높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한,본 실험

set-up에서는 ZrCl4가 기화되면 즉시 제거되기 때문에 ZrCl4의 분압이 낮아 Zr의 반응

이 더욱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3.1.4.1.다양한 Zircaloy-4:Cl2비율에서의 평형 조성 simulation결과

FreshZry-4

(mol.%)

Reactant:Cl2molarratio(mol.%)

1:0.1 1:1 1:1.5 1:2 1:5

Zr 98.34 100.00 100.00 100.00 98.34 98.34

Sn 1.01 0.00 0.00 0.00 1.01 1.01

Fe 0.41 0.00 0.00 0.00 0.41 0.41

Cr 0.24 0.00 0.00 0.00 0.24 0.24

그림 3.1.4.2.Zr,Cr,Sn,Fe이 각각 0.25kmol존재할 때 다양한 Cl2양에 따른 평형

조성 simulation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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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화 조건에 따른 Zircaloy-4의 염소화 반응 거동 변화

염소화 반응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Zry-4피복 을 다양한 조건에서 산화 시켰

다.산화 온도는 500,600,700°C의 세 가지 조건에서 수행하 다. 한,500 700

°C의 경우 산화 시간을 5,10,24시간으로 늘려가면서 시료를 비하 다.산화 실험

은 공기 분 기에서 진행하 다.산화 조건에 따라 각 시료에 한 명칭을 Zry-500-5

와 같은 형태로 정하 는데,이는 500°C에서 5시간 동안 산화된 Zry-4피복 을 나

타낸다.각 피복 은 3cm의 길이로 단하여 사용하 다.

염소화 반응에는 앞에서 소개된 석 반응기가 사용되었다.반응 온도와 시간

은 각각 380°C,3시간으로 고정하 고 반응 기체는 20cc/minAr+10cc/minCl2

기체를 사용하 다.

X-rayphotoelectronspectroscopy(XPS)를 이용한 피복 표면 분석을 한

시료는 따로 비하 다.즉,피복 을 길이 방향으로 반으로 단 한 뒤 산화시킨 시

료를 이용해 XPS분석을 수행하 다.

아래 그림 3.1.4.3에 500,600,700°C에서 5시간 동안 산화시킨 Zry-4피복

의 염소화 반응 결과를 나타내었다.산화된 피복 들을 살펴보면,500 600°C에서

산화 시킨 피복 들의 경우 fresh피복 에 비해 검은 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반면,700°C에서 산화된 피복 의 경우 갈색 반 형태가 새로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Zry-700-5시료의 경우 염소 기체와 반응하지 않아 생성

물을 얻을 수 없었다.이는 곧 700°C에서 5시간 산화된 피복 의 경우 표면 산

화막이 passivationbarrier역할을 하여 염소화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 시료의 염소화 반응 후 무게 감소는 freshZry-4,Zry-500-5,Zry-600-5의 경우에

각각 54.1,41.6,26.0wt.% 다.즉,산화 온도가 500°C에서 600,700°C로 증가함에

따라 염소화 반응 속도가 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러한 결과

는 염소화 공정에 있어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는데,만약 산화 탈피복이 700°C

조건에서 수행될 경우 폐 피복 을 직 으로 염소화 공정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

다.즉,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거나 기타 화합물을 첨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야 700

°C에서 산화된 피복 의 염소화 처리가 가능하다.이는 추가 인 공정이 필요함을 의

미하기 때문에 폐 피복 처리의 비용 측면에서 부정 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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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산화된 Zircaloy-4피복 의 염소화 반응물,잔류물 생성물 사진

산화 온도에 따른 염소화 반응성의 차이에 한 원인을 밝히기 해 500°C

700°C에서 5시간 동안 산화시킨 Zry-4피복 에 한 표면 분석을 수행하 다.

특히 Zry-700-5시료의 경우 색깔이 다른 두 역에 해 각각 측정을 수행하 다.

Zr3d의 bindingenergy 역에서 측정된 XPS결과를 그림 3.1.4.4에 나타내었다.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Zr Zr2O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700

°C시료의 경우 검은색 역에서 electrostaticcharging에 의한 peakshift가 발견되어

188～ 192eV 역에서도 Zr3dpeak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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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Zr3d 역에서의 bindingenergy측정 결과

Zr의 산화 상태에 한 보다 자세한 찰을 해 측정된 peak의 deconvolution

을 수행하여 그림 3.1.4.5에 나타내었다.Deconvolution결과,Zry-500-5시료의 경우

ZrO와 Zr2O3가 17.0 % :83.0 %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지만

Zry-700-5시료의 경우 Zr2O3와 ZrO2가 검은 색 역의 경우 (71.4% :28.6%),갈색

역의 경우 (67.3% :32.7%)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Zry-700-5시료에서

색깔에 따른 Zr의 산화 상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반면 500°C에서 산화된

시료와 700°C에서 산화된 시료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특히 Zry-700-5

시료가 염소화 실험에서 반응성이 없었던 을 고려하면 Zry-700-5시료에서

찰된 Zr2O3와 ZrO2는 염소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곧 염소화

반응이 일어난 Zry-500-5시료의 경우 표면에 있는 ZrO가 염소화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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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Zry-500-5 Zry-700-5시료의 Zr3dpeak의 deconvolution결과

500 700°C에서 산화된 피복 에 해 산화 시간에 따른 염소화 반응 거동

변화를 찰하 다.아래 그림 3.1.4.6과 3.1.4.7에는 각각 500 700°C에서 산화된

Zry-4피복 의 산화 시간에 따른 염소화 반응 결과를 나타내었다.500°C에서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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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피복 의 경우 산화시간이 0,5,10,24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응 후 반응물의

질량 감소가 54.1,41.6,43.1,50.7wt.% 다.주목할 만한 사실은 반응 속도가 5시간

산화된 피복 에서 감소했다가 산화 시간이 증가하면서 다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24

시간 동안 산화된 피복 의 경우 산화 되지 않은 피복 과 반응 속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은 매우 고무 인 상으로,이는 곧 500°C에서 산화 탈피복을 거친 폐 피

복 의 경우 산화 시간이 증가하여도 공정 시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산화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에 변화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 인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6.500°C에서 5,10,24시간 산화된 Zry-4피복 의 염소화 반응 결과

700°C에서 5,10,24시간 동안 산화된 피복 의 염소화 반응 결과물은 그림

3.1.4.7에 나타내었다.700°C에서 산화된 피복 의 경우 산화 시간이 24시간까지 증

가하여도 염소화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곧 700°C에서 산화 탈피복을

거친 피복 의 경우 산화 시간에 계없이 표면 산화막을 제거하는 추가 인 공정이

수반되어야만 염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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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7.700°C에서 5,10,24시간 산화된 Zry-4피복 의 염소화 반응 결과

(3)HSCchemistrycode를 이용한 폐 피복 의 염소화 반응 거동 모사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탈피복 공정에서의 탈피복률은 핵연료의 연소도,

단된 시편의 길이,공정 조건에 따라 크게 변한다.최근 KAERI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연소도가 28,000MWd/tU인 PWR사용후핵연료의 경우 490∼590°C,시편 길이가

2.5∼3.8cm인 경우에 탈피복률이 99% 이상이었다[3.1.4.2].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52,000MWd/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를 시험한 결과 탈피복률이 5%로 격히 떨

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이 경우 500°C에서 산화 시간을 15시간으로 늘릴 경우 탈

피복률이 25%까지 향상되었고 700°C에서 15시간 산화한 경우 83%로 크게 증가한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산화 탈피복 이외에 기계 탈피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

데,연소도 60,000MWd/tU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을 통해 탈피복률이 약 74%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기계 탈피복 후 700°C에서 산화처리를 하면 탈피복률을 99%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이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탈피복 공정

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취 해야 하는 폐 피복 의 특성이 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반응 거동을 측하여 향후 실험에서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본 보고서에서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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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산화 탈피복 온도가 700°C이고 탈피복률이 99% 인 경우를 고려해 염소화

반응 거동을 살펴보았다[3.1.4.3].

(가)폐 피복 내의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에는 UO2 뿐 아니라 우라늄계 (transuranic)원소 (TRU),

FP가 존재한다.TRU와 FP의 조성 성분은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문헌에서 ORIGENcode를 이용하여 계산한 6at.% (≈

56,000MWd/MT)연소도의 UO2핵연료의 계산 조성을 참고하 고,그 조성을 아래 표

3.1.4.2에 나타내었다[3.1.4.4].여기서 유사한 화학 특성을 지닌 원소들은 표로 한

원소에 해서만 고려하 다.즉,Sr과 Cs의 경우 Sr만을 고려하 고,La은 La,Am,

Cm을 표로 하여 고려하 다.

표 3.1.4.2.ORIGENcode를 이용해 계산된 사용후핵연료의 조성표

Element Calculatedcomposition(wt.%)

U(Pu) 94.886

Zr 0.593

Mo 0.720

Pd 0.434

Ba 0.307

Y 0.060

Sr(Cs) 0.406

Rh 0.034

Ru(Tc) 0.754

La(Am,Cm) 0.254

Ce(Np) 0.545

Nd(Gd,Eu,Pm,Pr,Sm) 1.027

각 구성 성분의 조성과 더불어 염소화 반응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원소들의 화학 상태이다.KAERI에서 수행된 지난 연구를 참조하면,500°C에서

산화된 피복 의 경우 표면에 ZrO2 막이 형성되어 염소 가스가 Zr 속과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격히 떨어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3.1.4.2].즉,

폐 피복 내의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도 각 원소들의 화학 상태에 따라 반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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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기 때문에 각 원소의 화학 상태를 측하는 것 한 매우 요하다.기존의

문헌을 참고하면 사용후핵연료 내의 FP의 화학 상태는 아래의 표 3.1.4.3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3.1.4.5].

표 3.1.4.3.UO2연료에서 FP의 화학 상태

Element Gas Metal Oxide Solidsolution

Br,Kr O

Rb O O

Sr O O

Y O

Zr O O

Nb O

Mo O O

Tc,Ru,Rh,Pd,Ag,Cd,In,Sb O

Te O O O O

I,Xe O

Cs O O

Ba O O

La,Ce,Pr,Nd,Pm,Sm,Eu O

여기서,700°C산화 탈피복을 수행하게 되면 기체 상태의 원소들이 제거되

며, 속 상태의 원소들 일부가 산화물 형태로 변하게 된다.따라서,700°C산화

탈피복 과정에서 표 3.1.4.2에 나타낸 원소들 Mo,Ru,Rh이 속 형태에서 산화물

형태,즉 MoO3,RuO2,Rh2O3로 산화되며 UO2는 U3O8으로 산화된다[3.1.4.2]. 한,

solidsolution형태로 존재하는 원소의 경우 순수 산화물로 가정하여 계산하 다.이런

가정들을 기 로 앞의 표 3.1.4.2와 표 3.1.4.3를 종합하여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각 원

소들의 조성과 화학 형태를 아래 표 3.1.4.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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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4.산화 탈피복 후 폐 피복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성 화학 상태 상값

Element

Calculatedcomposition

Metalbasis

(wt.%)

Oxideweight

ratio(wt.%)

Oxidemolar

ratio(mol.%)

U3O8 94.886 97.327 87.674

ZrO2 0.593 0.267 1.644

MoO3 0.720 0.379 1.996

Pd 0.434 0.169 1.203

BaO 0.307 0.172 0.851

Y2O3 0.060 0.025 0.083

SrO(Cs) 0.406 0.154 1.125

Rh2O3 0.034 0.016 0.047

RuO2(Tc) 0.754 0.367 2.090

La2O3(Am,Cm) 0.254 0.151 0.352

CeO2(Np) 0.545 0.343 1.511

Nd2O3(Gd,Eu,Pm,Pr,Sm) 1.027 0.631 1.423

(나)산화 탈피복 공정에 의한 피복 의 산화

본 보고서에서는 Zircaloy-4 피복 을 반응 상으로 고려하 다.

Zircaloy-4의 조성은 Zr98.23wt.%,Sn1.45wt.%,Fe0.21wt.%,Hf0.01wt.%로 구

성되어 있다.KAERI에서의 Zircaloy-4산화 실험 결과에 따르면,700°C에서 10시간

동안 공기 분 기에서 산화 실험한 결과,Zircaloy-4의 질량 증가는 9.3wt.% 다

[3.1.4.6].이 때,EDS(EnergyDispersiveSpectroscopy)실험 결과에 따르면 Zr:O의

원소 비율이 약 50:50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Steinbruck의 논문에 나타난 phase

diagram을 이용해 해석하면[3.1.4.7],α-Zr(O0.3)과 ZrO2-x가 1:0.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몰의 α-Zr(O0.3)과 ZrO2-x에서 산소의 질량비는 x가 매우 작다고

가정했을 때 1:6.7이다.증가한 산소가 9.3wt.% 이었으므로,700°C산화 반응으로 인

해 발생한 α-Zr(O0.3)과 ZrO2-x의 산소 질량은 각각 1.2wt.%와 8.1wt.%가 된다.따라

서,α-Zr(O0.3)과 ZrO2-x형태로 산화된 Zr의 질량은 각각 6.8wt.%,23.1wt.%가 된다.

이 α-Zr(O0.3)는 속 Zr과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ZrO2-x형태로 산화된

Zr은 체 Zr질량의 23.1wt.%로 볼 수 있다.Zr이외의 원소에 해서는 아직까지

구체 인 결과가 없는 바,Zr과 동일하게 23.1wt.%가 산화물 형태 (SnO2,Fe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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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O2)로 산화 되었다고 가정하도록 한다.

(다)염소화 반응 계산 조건

기존에 KAERI에서 수행된 Zir-4의 염소화 반응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반

응 온도가 310°C부터 330°C까지는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1.4.2].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330°C를 반응 온도로 하고,염소의 농도는 10

mol.%로 하여 반응 거동을 모사하 다.

(라)Zircaloy-4피복 의 반응 거동 모사 결과

Zircaloy-4피복 의 조성은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Zr98.23wt.%,Sn

1.45wt.%,Fe0.21wt.%,Hf0.01wt.% 이며,700°C산화 탈피복 공정을 거치면서

산화물이 형성된다.반응 경향을 확인하기에 앞서,각 원소들의 염화물이 본 보고서에

서의 반응 온도 조건 (330°C)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HSC code[3.1.4.8]의

‘Reactionequations’모듈을 통해 확인하여 아래 그림 3.1.4.8에 나타내었다.

그림 3.1.4.8.Zr,Sn,Fe,Hf의 염화물들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계산 결과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 조건인 330°C에서 SnCl4,HfCl4,ZrCl4는

기체 상태이지만,SnCl2와 FeCl3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상을 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토 로 계산된 각 속 산화물의 반응 경향을 HSC code의 ‘Reaction

equations’모듈을 통해 계산한 결과를 아래 표 3.1.4.5에 나타내었다.표에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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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Zr의 경우 속 상태의 Zr은 Gibbsfreeenergy변화(ΔG)가 음의 값을 가지는

자발 반응이지만 ZrO2의 경우에는 양의 값을 가진다. 한,평형 상수 K의 값을 보

면 Zr 속에서 ZrCl4의 형성 반응은 매우 잘 일어나는 반응이라 측할 수 있다.반

면 ZrO2의 염소화 반응은 330°C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Sn의 경우

에는 SnCl4와 SnCl2의 두 가지 생성물이 발생 가능한데,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SnCl4의 경우가 ΔG의 값이 더 작고 K는 더 크기 때문에 SnCl4의 생성이 유리할 것으

로 보인다.SnO2의 경우에는 ΔG가 양의 값이고 K값도 매우 작아 반응이 일어나기 어

려울 것으로 상된다.이와 같은 경향은 Fe와 Hf에서도 동일하며,이는 곧

Zircaloy-4의 구성 요소들 산화가 이루어진 부분에 해서는 본 보고서에서 고려하

는 반응 조건에서는 염소화 반응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3.1.4.5.HSCcode를 이용해 계산한 Zircaloy-4피복 구성물질의 염소화 반응 계

산 결과

Element Reaction ΔH (kJ)ΔS(J/K) ΔG(kJ) K

Zr

Zr+2Cl2(g)↔ ZrCl4(g) -868.1 -114.7 -798.9 1.556×10
69

ZrO2+2Cl2(g)

↔ ZrCl4(g)+O2(g)
230.2 74.88 185.0 9.417×10

-17

Sn

Sn+2Cl2(g)

↔ SnCl4(g)
-484.8 -142.6 -398.7 3.432×1034

SnO2+2Cl2(g)

↔ SnCl4(g)+O2(g)
101.0 71.06 58.11 9.262×10

-6

Sn+Cl2(g)↔ SnCl2 -317.6 -109.0 -251.8 6.457×1021

SnO2+Cl2(g)

↔ SnCl2+O2(g)
268.2 104.6 205.0 1.743×10

-18

Fe

Fe+3/2Cl2(g)

↔ FeCl3
-346.7 -124.6 -271.6 3.329×1023

1/2Fe2O3+3/2Cl2(g)

↔ FeCl3+3/4O2(g)
61.37 5.333 58.16 9.186×10

-6

Hf

Hf+2Cl2(g)↔ HfCl4(g) -882.5 -110.5 -815.9 4.601×1070

HfO2+2Cl2(g)

↔ HfCl4(g)+O2(g)
229.8 71.42 186.7 6.788×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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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5의 상 반응 생성물들을 이용하여 HSC code의 ‘Equilibrium

composition’모듈을 통해 평형 상태에서의 염소화 반응 생성물들의 농도를 측해 보

았다.이 때 사용한 반응물의 구성은 아래의 표 3.1.4.6에 나타내었다.HSCcode는 평

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본 계산에서는 고체 반응물의 양과 유입되는

기체의 양을 100:1로 가정하 다. 한,염소 기체의 양은 N2balance되어 10mol.%,

속 산화물의 양은 모든 원소에 해 앞의 계산을 근거로 23.1wt.%로 가정하 다.

표 3.1.4.6.HSCcode계산을 한 feedcomposition

반응물 반응물의 양 (kmol)

Zr 75.772

ZrO2 22.761

Sn 0.859

SnO2 0.258

Fe 0.305

Fe2O3 0.040

Hf 0.004

HfO2 0.001

Cl2(g) 0.100

N2(g) 0.900

온도가 300°C에서 500°C까지 변할 때 기체 생성물의 평형 조성 변화를

아래 그림 3.1.4.9에 나타내었다.본 보고서에서 목표로 정한 330°C에서의 기체 생성

물들의 평형 조성은 ZrCl4(g)가 5.26mol.%,HfCl4(g)가 7.60×10-4mol.%,SnCl4(g)가

1.00×10-34mol.%,Cl2(g)가 5.94×10-34mol.%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질소).고상인 FeCl3의 경우에는 1.00× 10-34 mol.% 이었다.여기서 1.00× 10-34

mol.%는 최소값,즉 0mol.%를 의미한다.따라서,ZrCl4(g)가 주 생성물로 발생하고

ZrCl4(g)의 약 0.014mol.% 정도의 HfCl4(g)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

SnCl4(g)와 FeCl3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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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평형 상태에서 zircaloy-4피복 의 염소화 반응 생성물 조성 계산 결과

결과를 토 로 700°C산화 탈피복을 거친 Zircaloy-4의 경우 330°C염

소화 반응을 통해 99.9% 이상의 높은 순도를 가지는 ZrCl4(g)를 얻을 수 있다고 기

할 수 있다.

(마)폐 피복 내 사용후핵연료의 염소화 반응 거동

사용후핵연료 구성 물질들의 염소화 반응 거동 살펴보기 에 사용후핵연

료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U의 상 염화물들에 한 검토를 진행하 다.아래

그림 3.1.4.10에는 U의 염화물인 UCl3,UCl4,UCl5,UCl6에 한 온도에 한 증기압 그

래 를 나타내었다.이는 HSC code의 ‘Reactionequations’모듈을 이용해 상되는

생성물들의 고체상과 기체상 간의 평형 상수를 구하여 계산하 다.본 결과를 통해 본

보고서의 염소화 반응 조건인 330°C에서는 UCl6만 기체 상태이고 다른 상들은 고체

상태일 것으로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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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0.HSCcode를 이용해 계산한 UCl3,UCl4,UCl5,UCl6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

그림 3.1.4.10의 결과를 토 로 각 염화물의 반응 거동을 ‘Reaction

equations’모듈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를 아래 표 3.1.4.7에 나타내었다.표에서 볼 수

있듯이,모든 반응이 큰 양의 ΔG값을 나타내었고 K 값 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즉,U3O8의 염화 반응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4종류

의 염화 우라늄 ,ΔG와 K 값을 근거로 UCl4의 형성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기 된

다.

표 3.1.4.7.HSCcode를 이용해 계산한 330°C에서의 U3O8의 염소화 반응 거동 모사

Reaction ΔH(kJ) ΔS(J/K) ΔG(kJ) K

U3O8+4.5Cl2(g)↔ 3UCl3+4O2(g) 985.9 14.79 977.0 2.415×10
-85

U3O8+6Cl2(g)↔ 3UCl4+4O2(g) 524.7 -191.4 640.1 3.603×10-56

U3O8+7.5Cl2(g)↔ 3UCl5+4O2(g) 578.8 -195.9 697.0 4.322×10
-61

U3O8+9Cl2(g)↔ 3UCl6(g)+4O2(g) 615.6 -160.5 712.4 1.988×10-62

U 이외의 원소에 한 염소화 반응 경향을 아래 표 3.1.4.8에 정리하 다.

표에서 보면,ZrO2,MoO3,Y2O3,RuO2,CeO2의 경우에는 염소화 반응이 일어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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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것으로 상할 수 있다.반면,Pd,BaO,SrO,Rh2O3,La2O3,Nd2O3의 경우 염소

화 반응이 진행되어 염화물을 생성할 것으로 상된다.다만 HSCcode를 이용한 계산

은 반응의 activationenergy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의 반응 경로가 모두 이

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폐 피복 의 반응 결과

계산에 있어서 Pd,BaO,SrO,Rh2O3,La2O3,Nd2O3를 반응 상에 포함시키고,ZrO2,

MoO3,Y2O3,RuO2,CeO2는 반응 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여기서 추가로 고려해

야 하는 요한 요소는 반응을 통해 생성된 염화물의 증기압이다.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피복 의 염소화 반응을 통해 얻고자 하는 생성물은 ZrCl4로,이는 반응 조건인

330°C에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물 고상 생성물과 분리가 용이하다. 에서

언 한 Pd,BaO,SrO,Rh2O3,La2O3,Nd2O3의 경우에는 반응 생성물이 330°C에서 모

두 고체이기 때문에 분리가 용이할 것으로 기 된다.즉,반응 생성물 기체 상태로

분리되는 생성물은 ZrCl4와 HfCl4로 상할 수 있다.

표 3.1.4.8.HSCcode를 이용해 계산한 폐 피복 내 잔류 사용후핵연료의 염소화 반응

경향 계산 결과 (330°C)

반응물 Reaction ΔH(kJ) ΔS(J/K) ΔG(kJ) K

ZrO2
ZrO2+2Cl2(g)

↔ ZrCl4(g)+O2(g)
230.2 74.88 185.0 9.417×10-17

MoO3
MoO3+2.5Cl2(g)

↔ MoCl5(g)+1.5O2(g)
296.7 69.50 254.8 8.568×10-23

Pd Pd+Cl2(g)↔ PdCl2 -168.2 -145.2 -80.60 9.560×106

BaO
BaO+Cl2(g)

↔ BaCl2+0.5O2(g)
-304.7 -63.12 -266.7 1.244×1023

Y2O3
Y2O3+Cl2(g)

↔ 2YCl3+1.5O2(g)
-87.78 -170.5 15.04 4.987×10-2

SrO(Cs)
SrO+Cl2(g)

↔ SrCl2+0.5O2(g)
-238.5 -53.51 -206.2 7.210×1017

Rh2O3
Rh2O3+3Cl2(g)

↔ 2RhCl3+1.5O2(g)
-181.1 -195.9 -62.94 2.829×105

RuO2(Tc)
RuO2+1.5Cl2(g)

↔ RuCl3+O2(g)
78.72 -51.70 109.9 3.029×10-10

La2O3
(Am,Cm)

La2O3+3Cl2(g)

↔ 2LaCl3+1.5O2(g)
-337.2 -192.1 -221.4 1.487×1019

CeO2(Np)
CeO2+1.5Cl2(g)

↔ CeCl3+O2(g)
41.08 -31.56 60.12 6.214×10-6

Nd2O3(Gd,Eu,

Pm,Pr,Sm)

Nd2O3+3Cl2(g)

↔ 2NdCl3+1.5O2(g)
-266.5 -193.2 -150.0 9.85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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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염소화 반응 평형 조성 계산 결과

서론에서 언 한 로 폐 피복 의 탈피복률이 99%인 경우에 하여 반응

거동 모사를 수행하 다.탈피복률이 99% 인 경우 폐 피복 과 잔류 사용후핵연료의

조성은 아래의 표 3.1.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표에 나타난 조성 비율을 HSCcode

의 ‘Equilibrium compositions’모듈에 용해 구한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조성비를

그림 3.1.4.10에 나타내었다.

표 3.1.4.9.탈피복률이 99% 인 경우에 해 HSCcode계산을 한 feed

composition(Rh2O3 La2O3는 함유량이 0.001% 미만으로 0으로 표기)

반응물
반응물의 양

Weightratio(%) kmol

Zr 69.246 75.673

ZrO2 28.099 22.731

Sn 1.022 0.858

SnO2 0.390 0.258

Fe 0.170 0.304

Fe2O3 0.063 0.040

Hf 0.007 0.004

HfO2 0.003 0.001

폐 피복 total 99 99.869

Cl2(g) - 0.100

N2(g) - 0.900

Feedgastotal - 1.000

Pd 0.002 0.002

BaO 0.002 0.001

SrO 0.002 0.001

Rh2O3 0.000 0.000

La2O3 0.002 0.000

Nd2O3 0.006 0.002

기타 미반응 원소 0.986 0.125

폐 피복 내 잔류

사용후핵연료 total
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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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0.HSCcode를 이용해 계산된 탈피복률 99%에서 염소화 반응 결과물들의

평형 조성

반응 생성물

(염화물)

평형 상태 조성 (mol.%)

유입 기체 (Cl210mol.%):반응물 molarratio

1:100 1:10 1:1 10:1

기체

ZrCl4(g) 4.9 5.2 5.3 5.3

SnCl4(g) 1.00×10
-34

1.00×10
-34

1.00×10
-34

1.00×10
-34

HfCl4(g) 7.03×10
-4

7.46×10
-4

6.68×10
-4

3.18×10
-4

Cl2(g) 5.68×10
-34

5.89×10
-34

5.91×10
-34

6.02×10
-34

N2(g) 95.1 94.8 94.7 94.7

고체

FeCl3 2.24×10-30 2.38×10-30 2.55×10-30 7.01×10-30

PdCl2 1.41×10
-31

1.47×10
-31

1.57×10
-31

4.23×10
-31

BaCl2 16.7 16.7 16.7 16.7
SrCl2 16.7 16.7 16.7 16.7

RhCl3 - - - -

LaCl3 - - - -

NdCl3 66.6 66.6 66.6 66.6

HSC code를 이용해 모사된 반응 경향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FeCl3,

PdCl2,SnCl4(g)의 경우 본 보고서에서 고려한 반응 조건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을

것으로 기 된다.반면 고체 염화물인 BaCl2,SrCl2,RhCl3,LaCl3,NdCl3은 ZrCl4(g)보

다 우선 으로 생성된다고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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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정련공정

(1)Zr의 기화학 거동 연구

Zr 해정련시 사용되는 다양한 조합의 용융염들 LiCl-KCl-ZrCl4는 공융염

의 녹는 이 낮아(357°C)공정 온도가 약 450～ 550°C정도로 낮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염 내에서 Zr의 산화 상태가 +1～+4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착물이 powder

나 dendrite형태로 얻어진다는 단 이 있다[3.1.4.9-3.1.4.11].반면,FLINAK이라고 불리

는 LiF-NaF-KF-ZrF4계열의 용융염은 +4가의 단일 산화상태를 가지며, 속 착물

의 형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나,녹는 이 454°C이고 공정온도가 650～750°C로

높고,fluorine에 의한 부식성이나 험성이 chloride계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4.12].이 이외에도 염화물과 불화물이 혼합된 LiCl-LiF-ZrCl4,NaCl-NaF-ZrCl4

[3.1.4.13],LiF-NaF-K2ZrCl6[3.1.4.14]을 사용하기도 한다.

KAERI에서는 온에서 비교 안정한 chloride계열의 해액을 선택하여 기

실험을 수행하 다.Zr 해정련을 한 기본 인 반응 모식도(그림 3.1.3.2)에 나타

나 있듯이, 해액은 LiCl-KCl공융염을 사용하며,양극 basket에는 폐 피복 이 장입

되고,음극에서는 Zr을 회수하게 된다.이 때 양극 basket에 넣는 폐 피복 은 산화 탈

피복을 거치기 때문에 U3O8을 포함하여 우라늄 원소 (TRU), 이 속 (TM),귀

속 (NM)등이 산화물 형태로 미량 포함될 것으로 상되며, 한 피복 표면에는 Zr

oxide가 존재할 것으로 상된다.개시제로 ZrCl4를 사용할 경우,염소화 반응에 의해

TRU,Cs,Ba,Sr,RE(Rareearth)등의 속 산화물이 염화물로 이 되면서 basket

밖으로 용해되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용융염 내에 녹아 있는 이러한 원소들을

주기 으로 회수/처리하는 후속 공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상된다.

(가)실험 방법

앞서 제작된 Zr 해정련용 로 박스에서 고 순도의 Ar을 퓨리 이어를

통해 purge하여 산소와 수분의 농도를 5ppm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해액

은 99.99% 순도의 무수 LiCl-KCl공융염을 250g사용하 으며,개시제로 4wt.%의

ZrCl4를 첨가하여 500°C로 가열한 뒤 실험을 수행하 다.Zr의 기화학 거동을 살

펴보기 해 양극으로 Zrrod(6Ø),음극으로 W wire(1Ø)를 사용하 다.W wire

를 Aluminatube에 넣어 노출되는 음극의 면 을 0.94cm
2
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기

극은 Pyrextube(6Ø)에 Agwire(1Ø)를 LiCl-KCl-1wt.% AgCl과 함께 넣



-75-

어 Teflontape으로 한 뒤 사용하 다(그림 3.1.4.11).

반응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가열기와 반응기 내부에 TC를 삽입하여 온도

를 측정,조 하 으며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500°C로 유지되는 역에서 실험을 진

행하 다.Cyclic voltammetry와 Chronoamperometry 측정을 한 Potentiostat/

Galvanostat으로 BioLogics사의 SP-150model을 사용하 으며, 로 박스 벽면에

설치된 극 connector를 통해 외부의 장비와 연결하 다.

그림 3.1.4.11.제작된 Ag/AgCl기 극

(나)실험 결과

먼 ,LiCl-KCl용융염 내에서 Li과 K 이온의 거동을 살펴보기 해 -0.2

V에서 -2.0V까지 를 변화시켰다.그림 3.1.4.12에서 보여주듯이,주어진 구간에서

응답 류가 0.5mA이하 인 것으로 나타나 Li이나 K 등과 같은 해액 물질이나

불순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4wt.%의 ZrCl4가 첨

가된 경우,Zr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peak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3.1.4.13).

Scan속도가 20mV/s일 때,환원 peak의 경우 -1.15V와 -1.55V 부근에서 나타나

며,산화 peak은 -1.0V,-0.8V 부근에서 주 peak가 나타난다.이것은 chloride계열

용융염에서 Zr이 다양한 산화상태를 갖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Zr이온과 Zr 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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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뿐 아니라 Zr이온들과의 반응도 포함한다.

Scan속도를 20mV/s에서 50,100,200mV/s로 변화시키면서 peak의 치

크기 치변화를 살펴보았다.Peak의 치가 scan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quasi-reversible반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그림

3.1.4.14와 같이 peak 류와 scan속도의 제곱근을 도식한 결과,각각의 peak에 해

선형 계인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각 반응이 다음의 Randle-Sevcik식에 의해 확산

에 의한 물질 달 (diffusion-controlledmasstransfer)에 지배받는 반응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3.1.4.15],음극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반응에서 chargetransfer반응은 충분히

빠르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이 식을 통해 계산된 환원 반응의 확산계수는 반응된

자의 개수,즉 n=2로 가정하 을 때,약 2×10
-6
～ 5×10

-6
cm

2
/s범 로 기존의 문헌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3.1.4.16,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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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2.LiCl-KCl공융염에서의 Cyclicvoltam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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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3.500°C의 LiCl-KCl-4wt.% ZrCl4용융염 내에서의 Cyclic

voltam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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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4.Peakcurrent와 scanrate(ν1/2)의 계

환원 반응 시 나타나는 두 개의 peakA와 B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기 해



-78-

-1.18V와 -1.55V의 일정 압을 1시간동안 가해 주었다.그림 3.1.4.15는 각각의

에 해 1시간 동안의 류변화를 나타낸 것이며,이때 음극의 상태를 그림 3.1.4.16에

보 다.-1.18V에서 착을 수행한 경우, 극 표면에 소량의 착물이 붙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1.55V의 극 표면은 상 으로 깨끗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복 실험을 통한 재 성 확인을 통해서도 -1.15V -1.18V에서는 착물이 쉽게

형성되었으나,-1.55V에서는 착물이 형성되지 않았다.이는 -1.18V 부근에 나타난

peak은 착과 련된 환원반응이지만,더 negative한 역에서는 자를 받아 낮은

속환원물이 아닌 낮은 산화상태로 가는 반응인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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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5.환원 조건의 일정 압 하에서 시간에 따른 류변화

그림 3.1.4.16.환원 조건의 일정 를 1시간 동안 가한 뒤 극 표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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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물 분석을 해 순수 (Deionizedwater)로 착물을 녹여 건조한 뒤,

SEM-EDX (ScanningElectronMicroscope-EnergyDispersiveX-rayspectroscopy)

로 분석을 수행하 다.그림 3.1.4.17은 순수로 처리된 착물 표면을 나타내는 것으

로 분말형태의 입자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표면의 다섯 지 을 EDXpoint분석

하여 각 원소별 함유량 평균값을 표 3.1.4.11에 나타내었다.그 결과,Zr이 염과 혼합된

형태의 착물임을 알 수 있으며,특히 산소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보아 순수 처리

시 착된 Zr 속이 반응하여 ZrO2와 같은 산화물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HSC

코드를 이용한 계산에서도 상온 조건에서 Zr 속이 H2O와 반응하여 ZrO2을 형성하는

것이 자발 반응임을 확인하 다.

그림 3.1.4.17. 착물의 SEM 사진

Zr의 산화를 최 한 방지하기 하여, 착 후 로 박스에서 시편을 꺼

낸 뒤 바로 에탄올에 넣어 한 뒤 염을 용해시켜보았다.그림 3.1.4.18은 알코올 처

리에 따른 착물의 XRD분석 결과이다.

표 3.1.4.11.EDX를 통한 착물의 성분 분석

스펙트럼 함유량 (at.%) 함유량 (wt.%)

Zr 25.41 58.45

K 1.6 1.58

O 51.56 20.81

Cl 21.43 19.16

Total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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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코올 처리 후 XRD패턴에는 큰 향이 없

었으며,LiCl-KCl뿐 아니라 ZrCl,ZrO2도 함께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Zr의 산화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과 chloride계 용융염에서 착시 분말형태로 착물이

얻어진다는 을 감안할 때,순수한 Zr 속을 분석을 통해 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상되며,후속 실험에서 고온 증류를 통한 착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림 3.1.4.18. 착물의 에탄올 처리 후 XRD패턴

실험을 통한 착물 분석과 다른 문헌들을 참고로 보았을 때,그림 3.1.4.13

에서 나타난 각각의 peak에서 상되는 반응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4.18-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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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A(환원) Zr
2+
+2e

-
→Zr

Zr
4+
+4e

-
→Zr

Zr
4+
+3e

-
→Zr

+
+Cl

-
→ZrCl

Zr
4+
+2e

-
→Zr

2+
+2Cl

-
→ZrCl2

(3.1.12)

PeakB(환원) Zr4++2e-→Zr2+

ZrCl+e-→Zr+Cl-
(3.1.13)

PeakC(산화) Zr→ Zr
4+
+4e

-

Zr→ Zr
2+
+2e

-

ZrCl→ Zr
4+
+3e

-
+Cl

-

(3.1.14)

(다)결론

본 장에서는 LiCl-KCl용융염 내에서 해정련 시 Zr의 기화학 거동을

살펴보기 해 Zrrod를 양극으로 사용하여 Cyclicvoltammetry를 수행하 다.Zr의

산화상태가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여러 개의 환원 산화 peak가 찰되었으며,

scanrate과 peak 류의 계에 따라 확산 지배 물질 달 반응임을 확인하 고,각

반응에 한 확산계수를 계산하 다.환원반응에서 주요 peak으로 나타나는 두 에

서 각각 착을 진행한 결과,-1.18V에서만 착물이 얻어졌으며,EDX와 XRD분석

으로부터 Zr을 비롯해,Zroxide,Zrchlorides,그리고 염이 함께 섞인 혼합 착물 임

을 확인하 다.

(2)Zircaloy-4피복 을 이용한 dissolution Zr 해정련 실험

앞선 연구에서는 500°C의 LiCl-KCl용융염 내에서 Zr의 기화학 거동을

살펴보기 해 양극으로 Zrrod를 사용하 다.이를 바탕으로 Sn이나 Fe이 포함되어

있는 Zircaloy-4피복 을 양극으로 사용하여 기화학 반응을 살펴보았다.특히,일

반 으로 Sn,Fe이나 Cr등의 환원 가 높기 때문에 일정 로 착을 할 경우

Zr과 함께 공 착 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Zrrod 신 Zircaloy-4를 사용하 을 때

의 dissolution특성 Zircaloy-4로부터 회수된 Zr의 순도에 한 연구를 다음과 같

이 수행하 다.

(가)실험 방법

Zircaloy-4를 사용한 실험을 해 다른 조건들은 앞 선 연구와 동일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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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용액은 LiCl-KCl-4wt.% ZrCl4를 사용하 으며,반응 온도는 500°C로 유

지하 다.Zircaloy-4시편은 Zircaloy-4피복 을 약 2.2cm 길이로 잘라 stainless

steelwire로 묶어 극으로 사용하 다(그림 3.1.4.19).특히,dissolution반응을 살펴보

기 해 Zircaloy-4피복 을 작업 극인 cathode에 연결하여 cyclicvoltammetry를

수행하 다.이때 상 극은 stainlesssteelwire W wire를 알루미나 튜 에 넣어

사용하 다.

그림 3.1.4.19. 극으로 사용된 Zircaloy-4를 stainlesssteel로 연결한 사진

해정련 실험을 해 Zircaloy-4피복 을 양극에 연결하여 1시간 동안 Zr

을 착한 뒤,ICP(InductivelyCoupledPlasma)를 통해 착물의 성분을 분석하 다.

(나)실험 결과

그림 3.1.4.20은 Zircaloy-4피복 을 작업 극으로 음극에 연결하여 -0.3V

～ -1.1V 구간에서 cyclic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평형 를 기 으로 음

의 방향으로는 Zr의 착이,양의 방향으로는 Zircaloy-4의 산화,즉 dissolution이 일

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0.78V에서 나타나는 주 peak은 Zrrod를 사용했을

때,Zr의 산화 peak과 일치하며,-0.65V 부근에서 하나의 산화 peak이 찰된다.

이는 Zr의 산화반응 상태에 따라 peak 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의 반응이

수반되는 것으로 상된다.

Zr→ Zr
2+
+2e- (3.1.15)

Zr→ Zr
4+
+4e-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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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0.Zircaloy-4피복 에서의 Cyclicvoltammogram

Dissolution반응을 확인하기 해 다음의 half-peak 와 peak 간의

계식으로부터 반응 자의 수를 계산하 다.그 결과,n은 약 2.3으로 -0.78V 부근

에서는 Zr/Zr(II)과 같이 식 (3.1.15)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1.17)

실제 Zicaloy-4로부터 해정련을 통해 Zr 착물을 얻는 실험을 수행하

다.이를 해 Zircaloy-4를 양극에 연결하고,W wire를 음극으로 사용하여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 다.그림 3.1.4.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Zrrod를 사용했을 때

와 거의 유사한 peak들이 나타났으며,-1.05V부근에서는 새로운 물질의 환원에 의한

peak이 나타나는 것으로 상된다.Zr이온으로부터 Zr 속으로 환원되는 치인

-1.15V에서 일정시간 동안 착을 수행한 뒤, 극들을 용융염에서 꺼내어 그림

3.1.4.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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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1.텅스텐 음극 에서의 Cyclicvoltammogram

그림 3.1.4.22.-1.15V에서 착을 수행한 뒤 용융염에서 꺼낸 극과 착물 사진

분말 타입의 Zr 착물이 염과 섞여 석출되었으며,석출된 Zr의 순도를 구

하기 해 ICP를 이용하 다. 착물의 정량분석을 해 착물의 일부 0.4g을 70%

질산 2mL에 녹여 ICP-AES로 분석하 다.표 3.1.4.12는 착물 내에서 염을 제외하

고 Zircaloy-4성분인 Zr,Sn,Fe,Cr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Zircaloy-4로부터 얻을 수

있는 Zr의 순도가 99.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불순물로는 Zr보다 환원 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Sn이 0.5% 포함되었지만,Fe과 Cr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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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2.ICP-AES를 통한 Zr 착물의 성분 분석

성분 함유량 (wt.%)

Zr 99.45

Sn 0.56

Fe N/D

Cr N/D

Total 100.00

(다)결론

본 연구에서는 Zr rod를 이용하여 수행한 기화학 실험을 바탕으로

Zircaloy-4를 극으로 사용했을 때 Zircaloy-4의 기화학 dissolution특성을 살펴

보았다.500°C의 LiCl-KCl-4wt.% ZrCl4용융염에서 Ag/AgCl을 기 극으로 -0.78

V에서 주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자를 2개 동반하는 Zr/Zr(II)반응이 수반되는 것으

로 분석된다. 한 Zircaloy-4를 양극으로 하여 W 에서 -1.15V에서 Zr을 해정련

한 결과,Zr 착물이 염과 함께 얻어졌다. 착물의 성분을 ICP-AES로 분석한 결과

Zr이 99.45%의 순도로 얻어졌으며,환원 가 높은 Sn이 약 0.56% 불순물로 포함

되는 결과를 보 다.Zircaloy-4에서 Sn이 약 1.45%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dissolution된 Sn이온의 diffusion속도가 Zr보다 느린 것으로 생각된다.

(3)Zr산화층이 Zircaloy-4dissolution에 미치는 향 고찰

의 연구에서는 Zircaloy-4피복 을 이용하여 Zr 해정련 실험을 수행하

으며,그 결과 고 순도의 Zr을 얻을 수 있었다.하지만,실제 Pyroprocess의 처리 공

정에서 수행되는 핵연료 탈피복 단계에서는 피복 을 500°C의 온도와 공기 는 산

소 분 기에서 산화과정을 거치게 된다.따라서 폐 피복 의 표면에는 Zroxide층이

형성될 것으로 상되며,이 산화층이 Zircaloy-4dissolution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아야 한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온도에서 산화시킨 Zircaloy-4피복 을

극으로 사용하여 Zr의 기화학 거동을 살펴보았다.

(가)실험 방법

Zr산화막의 향을 살펴보기 해 2.2cm의 Zircaloy-4피복 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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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00,600,700°C에서 5시간동안 공기 분 기에서 산화시켰다.다양한 온도에서

산화된 Zircaloy-4를 작업 극인 cathode에 연결하고,W wire를 상 극으로 하여

500°C의 LiCl-KCl-ZrCl4용융염에서 cyclicvoltammetry를 측정하 다. 한,산화반

응이 일어나는 -0.78V에서 400,500,600°C에서 산화된 시편을 각각 40분,2시간,2

시간씩 를 가해 시간에 따른 류를 측정하 다.특히,500°C의 용융염 내에서

기화학반응이 아닌 다른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지 살펴보기 하여,500°C에서 5시

간동안 산화시킨 피복 조각을 1시간 동안 500°C용융염 속에 침지시킨 뒤 꺼내어

XPS로 표면 분석을 수행하 다.

(나)실험 결과

그림 3.1.4.23은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산화시킨 Zircaloy-4피복 을 나타낸

다.산화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 은색에서 차 진한 회색으로 변화하며,700°C에

서는 밝은 황토색에 회색 반 들이 함께 나타난다.피복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은 산화 온도에 따른 산화층 두께 Zr산화물의 형태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Zircaloy-4산화실험에서 XPS분석을 통해 표면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밝

을 부분에서 ZrO2의 함량이 높고 어두운 부분일수록 ZrO의 함량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3.1.4.21].

그림 3.1.4.23.다양한 온도에서 5시간동안 산화시킨 피복 사진

다양한 온도에서 산화된 Zircaloy-4피복 을 stainlesssteel(SS)wire로

연결하여 음극에 연결하고,SSwire를 양극으로 해서 cyclicvoltammetry를 4회 반복

하여 측정하 다.그림 3.1.4.24는 400°C에서 5시간 산화된 피복 에 한 결과로,첫

cycle의 경우 -0.8V 부근에서 나타난 peak이 cycle수가 증가함에 따라 류가 증가

하다가 3번째 4번째 cycle에서는 류가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can속도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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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s임을 감안할 때,용융염 내에서 약 1～2분 이후부터 dissolution반응이 활발하

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반면,그림 3.1.4.25,3.1.4.26과 같이 500°C,600°C에서

cyclicvoltammetry를 측정한 결과 scan하는 시간 동안 chargingcurrent를 제외하고

dissolution에 의한 산화 peak은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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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4.500°C의 LiCl-KCl-4wt.% ZrCl4용융염에서 400°C산화 Zircaloy-4에

한 Cyclicvoltam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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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5.500°C의 LiCl-KCl-4wt.% ZrCl4용융염에서 500°C산화 Zircaloy-4에

한 Cyclicvoltam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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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6.500°C의 LiCl-KCl-4wt.% ZrCl4용융염에서 600°C산화 Zircaloy-4에

한 Cyclicvoltam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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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500°C이상의 온도에서 산화된 Zircaloy-4피복 표면에 형성된 Zr

oxide층이 치 하고 두꺼워 Zr의 dissolution이 억제되기 때문인 것으로,실제 Zr

해정련을 수행하기 해서는 이러한 Zr산화막에 의한 shield효과를 제거해야 한다.

400°C에서 산화된 Zircaloy-4에 한 cyclicvoltammetry로부터 용융염 내

에서 시간에 따라 Zr산화층이 제거 는 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Zr의 dissolution 인 -0.78V에서 일정시간 동안 압을 가해 류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그 결과,그림 3.1.4.27에서 나타나듯이 400°C에서는 기부터 dissolution이

시작되지만,500°C나 600°C에서 산화된 피복 에 해서는 기에 dissolution의 억

제가 격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특히,이러한 억제효과는 피복 의 산화온도에

따라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500°C에서는 약 50분 정도 후부터 400°C에서의

dissolution 류의 크기와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600°C에서는 2시간 후에도

dissolution속도가 400°C의 속도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 다. 한,500°C에서 2시

간동안 chronoamperometry수행 후 측정한 cyclicvoltammetry에서는 그림 3.1.4.25에

서 측정한 결과와 달리 -0.78V에서 dissolution에 의한 산화 peak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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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7.Zircaloy-4피복 의 산화 온도에 따라 -0.78V의 에서 시간에 따른

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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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oamperometry 실험 후 각 피복 의 표면을 그림 3.1.4.28과 같이

SEM으로 찰해 보았다.먼 400°C에서 산화된 시편의 경우 40분 동안 dissolution

시켰지만, 기부터 빠른 dissolution속도로 인해 매우 거친 표면형상을 나타내었으며,

500°C의 경우 두 시간 동안 dissolution을 시켰지만,산화 속도가 완만하여 표면이 부

드럽고 미세한 crack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찰 되었다.이것은 Zr산화막의 grain

boundary를 통해서 dissolution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한편,600°C에서

산화된 피복 은 체 으로 Zr 속이 드러난 부분과 아직 oxide가 남아 있는 부분으

로 분리되어 나타나며,남아 있는 산화층이 dissolution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림 3.1.4.28.Chronoamperometry실험 후 각 피복 의 표면 SEM 사진

Zircaloy-4피복 표면에 도성이 없는 산화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일

정 시간의 잠복기가 지나면 자 달에 의한 dissolution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 다.즉,500°C에서 5시간동안 산화된

두 개의 Zircaloy-4피복 조각 한 개를 500°C의 LiCl-KCl-4wt.% ZrCl4용융염

속에서 류나 압을 가하지 않은 채로 1시간 동안 넣었다 꺼내어 용융염 속에 넣지

않은 피복 조각과 함께 표면을 XPS로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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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9.500°C에서 5시간 동안 산화된 Zircaloy-4피복 조각을 500°C의

용융염 속에 1시간동안 처리한 후와 처리하지 않은 것의 XPS스펙트럼

먼 ,500°C에서 산화된 Zircaloy-4표면에서 Zrpeak을 살펴보면,3d5/2가

약 181.5eV에서 찰되었으며,이것은 완 산화가 되지 않은 ZrO와 Zr2O3가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500°C의 용융염에서 1시간동안 표면처리를 한 경우,3d5/2가

약 182.2eV로 이동되면서 상 으로 ZrO의 양은 고 Zr2O3의 intensity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178.7eV에서 Zrmetal에 한 peak이 새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용융염 속에서 일부 Zroxide가 용해, 는 Zr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것은 O 1speak으로도 확인을 하 으며,Li1s와 K 2p에서의 peak이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Li이나 K에 의한 Zroxide의 환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결론

본 장에서는 Zircaloy-4를 탈피복 공정을 가정으로 400～ 600°C에서 5

시간동안 산화시켜 각각의 시편에 해 cyclicvoltammetry를 수행하 다.그 결과,

400°C에서는 dissolution에 해 큰 향이 없는 반면,500°C와 600°C의 경우 표면

에 형성된 Zr산화층에 의해 dissolution의 기 억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하

지만,KAERI의 탈피복 조건인 500°C의 경우,-0.78V의 산화 를 가했을 때,약

50분 이후부터 dissolution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dissolution

이 일어나는 것은 500°C의 용융염 속에서 Zircaloy-4산화층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으

로 인해 산화막이 용해되거나, 는 속 Zr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XPS를 통

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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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설계

1.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가.구조재 폐기물 재료 특성

핵연료집합체의 구조재란 연료 집합체에서 연료인 UO2가 장입된 피복 을 제외

한 것을 의미한다.사용후연료 집합체란 원자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연소되어 인출된

연료집합체를 뜻한다.여기에서는 구조재의 재질 성분,열·기계 특성 방사화

특성을 조사하여 구조재의 처리시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상황에서의 최 의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 다.그림 3.2.1.1에 PLUS-7연료집합체를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료집합체의 부품은 상하단 nozzle, 간에 연료 을 지지해주는 그리드

(grid)그리고 guidetube,flow plate,thimbleendplug등으로 이루어진다.PLUS-7

기 으로 구조 골격체의 주요부분의 무게를 표 3.2.1.1에 나타냈다.주로 상부 노즐이

약 5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간 핵연료 을 지지하는 그

리드도 체 무게의 약 22%에 해당한다.구성 물질 Zirlo가 약 19kg으로 43%를

차지하고 이와 유사하게 SS-304가 18kg으로 체의 약 42%를 차지한다.그 외

Inconel-718이 약 1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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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PLUS-7

연료 집합체 개략도

표 3.2.1.1.Plus-7 구조재의 재료에 따른 구성성분

재료 Maincomponents Weight
(kg)

백분율
(%)

Zirlo

Outerguidetube 8.64

43%

Flange -

CenterGuideTube 2.08
Sleeve(thin,thick&long) 0.72

Midgridstrap 7.65

ThimbleEndplug(zircaloy-4) -

소 계 19.09

SS-304

Innerextension 2.55

42%

Flow plate 3.20
Holddownplate 2.04

OuterGuidePost 3.20

CenterPost 0.15

Inconelgridsleeve -

Bottom nozzle 7.28

소 계 18.42

Inconel-
718

Holddownspring 5.00

15%
top,bottom&protectivegrid 1.72

Washer -

소 계 6.72

(1)구조재의 재질에 따른 성분 조성

구조재는 크게 SUS304,Inconel그리고 Zirlo등의 재질로 구성되며,이들

체의 무게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44.66kg이며,각각의 재질에 한 무게 백분율은

SUS304인 경우 42%,Inconel은 15% 그리고 Zirlo는 43%이다.이들 재질에 한

성분 조성을 표 3.2.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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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재질
Zr Sn Ni Cr Mo Nb Fe

SS304 - - 8-11 18-20 - - balance

Inconel - - 70-72 16 1.5-3.5 - 8

Zircaloy-4 balance 1.3 - 0.10 - - 0.20

Zirlo balance 1.0 - - - 1.0 0.10

표 3.2.1.2.재질에 따른 성분 조성(단 :wt.%)

(2)구조재의 물성 특성

구조재의 도,기계 열 특성을 표 3.2.1.3에 나타내었다.기계 특성은

구조재를 압축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요 인자가 되며,열 특성은 용융법으로 처리

할 경우에 주요 인자가 된다.

재질
SS304 Inconel Zircaloy-4 Zirlo

도 (g/cm3) 7.91 8.51 6.55 6.57

열

특성

용융 (℃) 1400-1450 1400-1435 ～1850 ～1850

비열,20-100℃ (cal/g℃) 0.12 0.11 0.07 0.07

열팽창계수 (10-6/℃) 16.6 11.5 5.63 5.34

열 도도,

(cal/cm․sec℃)(10-2)

100℃ 3.886 3.597 3.25 3.35

500℃ 5.126 - - -

기계

특성

최 인장강도 (kg/cm2) 5600 7000 5343 8229

항복강도 (0.2

%offset)(kg/cm2)
2100 3220 2447 6230

탄성계수 (kg/cm
2
)(10

3
) 2000 2170 1013 1013

연신율 (%) 50 44 20 17.5

포와송 비 0.29-0.30 - 0.3 0.37

표 3.2.1.3.구조재의 재질별 열 기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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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조재 폐기물의 방사화 특성평가

(1)방사화 특성 계산 도구 가정

SCALE6코드의 ORIGEN-S를 이용하여 구조재 폐기물의 방사화 평가를 수행

하 다.

• 핵연료 기 농축도:4.5wt.% U-235

• 연소도 :55GWD/tU

• 출력 도 :37.5W/tU

• 냉각기간 :10years

• 노심 라이 러리 :w17×17

• 재질별 무게 :30kg

각 연소단계에서 얻은 성자속을 이용하여 핵연료 외의 물질에 해 성자

조사 계산을 ORIGEN-S코드로 수행하 다.구조재는 Zirlo,SS-304,Inconel-718로 3

가지를 상으로 모두 같은 무게로 가정하여 방사화 평가를 같은 조건에서 수행하

다.계산 결과로 핵종별 무게,방사능,붕괴열,감마 스펙트럼 등을 산출하여 비교하

다.

(2)방사화 계산 결과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구조재에 한 재질별 방사화 평가결과는 표 3.2.1.4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방사화로 인한 주요 핵종의 방사능과 붕괴열을 나타내었고 추가

로 방사붕괴로 방출되는 감마선의 세기도 같이 포함시켰다. 같은 조건에서

Inconel-718이 가장 높은 방사능을 방출하 고 그에 비해 약 1/4정도의 세기로

SS-304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교 불순물에 한 조성 정보가

은 Zirlo의 경우 매우 낮은 방사능을 방출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Inconel-718에 비

해 약 200배 낮게 평가되었다.조사후 재질별 감마 스펙트럼은 그림 3.2.1.2에 나타내

었다.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MeV 근처의 높은 에 지에서 Inconel-718과

SS-304는 방사화 핵종 Co-60의 방사붕괴의 향으로 높은 peak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Co-60은 Ni-60으로 붕괴되면서 1.17MeV 1.33MeV의 감마선을 방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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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구조재의 재질별 감마 스펙트럼 변화

표 3.2.1.4.구조재의 재질별 방사능 붕괴열

 
Isotopes

Activity
(Ci)

Specific
Activity
(Ci/m3)

Isotopes
Decay
heat
(W)

Specific
Decayheat
(W/m3)

Gamma
intensity
(photons/s)

Zirlo

Sb125 9.51E+00 2.06E+00 Sb125 3.01E-02 6.52E-03

7.33E+11
Nb93m 2.49E+01 5.04E+00 Co60 8.40E-03 1.82E-03

Sn119m 2.10E-01 4.55E-02 Nb94 8.80E-03 1.91E-03

Total 4.25E+01 9.21E+00 Total 5.40E-02 1.17E-02

SS-304

Co60 1.17E+03 3.12E+02 Co60 1.80E+01 4.80E+00

8.91E+13
Fe55 1.01E+03 2.69E+02 Fe55 3.44E-02 9.17E-03

Ni63 2.20E+02 5.87E+01 Ni63 2.24E-02 5.97E-03

Total 2.41E+03 6.43E+02 Total 1.81E+01 4.83E+00

Inconel-718

Co60 6.82E+03 1.93E+03 Co60 1.05E+02 2.98E+01

5.20E+14
Ni63 1.28E+03 3.63E+02 Ni63 1.31E-01 3.71E-02

Fe55 2.70E+02 7.65E+01 Nb94 4.88E-02 1.38E-02

Total 8.53E+03 2.42E+03 Total 1.05E+02 2.98E+01

(3) 성자 세기에 따른 방사화 평가

그림 3.2.1.3은 연소기간 동안 성자속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기 성자

속은 주기 에 5.0E+13n/cm
2
s에서 7.0E+13n/cm

2
s까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러한 기 경우를 Case1이라 하고,그 양의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Case2라고 가

정하여 성자 조사에 따른 방사화 정도를 평가하 다.표 3.2.1.5는 3가지 구조골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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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질에 하여 방사능,붕괴열,그리고 감마선 세기를 나타내고 있다. 상과 마찬

가지로 체 으로 10% 감소되는 결과를 보 다.그림 3.2.1.4는 성자 조사량에 따

른 재질별 방사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00E+10

1.00E+11

1.00E+12

1.00E+13

1.00E+14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Irradiation day

N
e

u
tr

o
n

 f
lu

x
 (

n
/c

m
^
2

-s
)

Case1(Normal)

Case2(Normal/10)

그림 3.2.1.3.연소기간에 따른 성자속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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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성자 조사에 따른 구조재의 재질별 방사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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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 성자 조사량에 따른 구조재의 방사능,붕괴열 감마선 세기

Case1
(Normal)

Case2
(1/10Normal)

Zirlo

Activity(Ci) 4.25E+01 4.26E+00

Decayheat(W) 5.40E-02 4.80E-03

Gammaintensity

(photons/s)
7.33E+11 7.12E+10

SS-304

Activity(Ci) 2.41E+03 2.50E+02

Decayheat(W) 1.81E+01 1.93E+00

Gammaintensity
(photons/s) 8.91E+13 9.52E+12

Inconel-
718

Activity(Ci) 8.53E+03 9.09E+02

Decayheat(W) 1.05E+02 1.13E+01

Gammaintensity
(photons/s) 5.20E+14 5.58E+13

(4)처분 농도 제한치 비교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기 은 표 3.2.1.6에 나타나 있듯이 고 폐기물과

폐기물로 분류된다.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구조재의 경우 장수명 핵종의 방

사능이 높게 산출되어 폐기물로 분류되기 힘들 것으로 상된다.이에

폐기물 기 구조재 폐기물의 주요 방사성 핵종의 변화를 표 3.2.1.7에 나타내

었다.

그림 3.2.1.5에서 그림 3.2.1.6은 각각 SS-304,Zirlo,Inconel-718의 냉각기간에

따른 방사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구조재 폐기물의 부분이 50년을 냉각하더라도

여 히 Co-60,Ni-59,Ni-63,Nb-94핵종의 방사능이 처분농도 제한치를 만족하지 못

하고 반 으로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반감기가 상 으로 긴 Ni-59와

Nb-94의 경우 처분 농도 제한치를 만족하기 해 1E+5년에서 8E+5년의 장기간

장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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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국내 방사성폐기물 분류 기

폐기물 범주 분류기

고 방사성폐기물

(HLW)

ㆍThermalPower>2kW/m
3
이고,

ㆍ반감기 20년 이상의 알 선 방출 핵종으로 4,000Bq/g

방사성폐기물

(LILW)

ㆍ고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ㆍ핵종별 처분농도 제한을 둠 (H-3,C-14,Co-60,Ni-59,

Ni-63,Sr-90,Nb-94,Tc-99,I-129,Cs-137, 알 )

표 3.2.1.7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 제한치와 구조재 폐기물의 방사능 변화

(*처분 제한치 만족을 한 상 장 기간)

핵종
반감기

(yr)

처분농도

제한치

(Bq/g)

SS304

(10yr)

SS304

(50yr)

Zirlo

(10yr)

Zirlo

(50yr)

Inconel718

(10yr)

Inconel718

(50yr)

H-3 12.33 1.11E+6

C-14 5730 2.22E+5

Co-60 5.27 3.70E+7 1.44E+10
7.49E+07

(55yr)*
6.72E+06

3.48E+04

(-)
8.41E+10

4.36E+08

(69yr)

Ni-59 7.6E+4 7.40E+4 2.00E+07
2.00E+07

(6E+5yr)
2.24E+05

2.24E+05

(1E+5yr)
1.16E+08

1.16E+08

(8E+5yr)

Ni-63 100 1.11E+7 2.63E+09
2.06E+09

(790yr)
3.05E+07

2.31E+07

(150yr)
1.58E+10

1.20E+10

(1000yr)

Sr-90 28.8 7.40E+4

Nb-94 2.03E+4 1.11E+2 - - 1.07E+07
2.31E+07

(3E+5yr)
5.92E+07

5.91E+07

(4E+5yr)

Tc-99 2.11E+5 1.11E+2

I-129 1.72E+7 3.70E+1

Cs-137 30.17 1.11E+6

알 - 3.70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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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조사된 SS304의 냉각기간에 따른 방사능 변화

그림 3.2.1.6.조사된 Zirlo의 냉각기간에 따른 방사능 변화

그림 3.2.1.7.조사된 Inconel718의 냉각기간에 따른 방사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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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재 폐기물 처리 방안 검토 수립

가.구조재 폐기물 처리기술 분석

구조재 폐기물 처리는 크게 용융시키는 기술과 압축시키는 기술로 나 수 있

다.동시에 고 구조재를 구조재 폐기물로의 감화의 타당성에 해서도

조사하 다.다음에 이러한 기술에 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1)압축법

압축법은 폐기물에 물리 힘을 가해 기하학 구조를 변화시켜,폐기물이

유하고 있는 실제 부피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소각 기타 처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다.폐기물의 약 70～80%의 압축이 가능하며, 용압

력은 4.5～2,200톤으로 필요에 따라 용할 수 있는 범 는 넓으며,감용비는 2～10

정도이다.이 방법은 기에 용이 원활하고 용이하며,소규모 시설에서도 가능하나

단순히 압축하는 것이므로 성분의 균질성은 어렵다.압축 방식으로는 유압식, 기식

기계식 등이 있으며,표 3.2.2.1에 이러한 방식에 한 특성 장단 을 나타내었

다.유압식은 기계식 기식에 비해 효율성,기기 연결의 융통성을 가질 뿐 아니라

컴팩트하고 가볍지만 고압을 이용할 경우, 설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 고온이나 방

사선 환경 하에서 사용할 경우 오일의 열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그러나 핫셀의 방사

선 환경 하에서 조업을 할 경우,원격조종과 유지․보수 그리고 공간 확보의 차원에서

유압식이 주로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에서 유압식 고압 스에 의

한 구조재 감용기술은 재로는 검증된 기술로서 압축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유압에

의한 구조재의 압축 방식은 구조재를 유압 실린더로 형태 그 로 길이방향으로 압축

시키는 방식(독일의 집 포장 실증시설,PKA)과 수 에서 측면 방향 압축 후 일정

길이로 단하는 방식(미국의 B& W,BabcoxandWilcox)으로 별할 수 있다.그림

3.2.2.1에 독일 방식과 미국 방식의 개략 인 공정을 나타내었다.

표 3.2.2.1.압축 방식 비교

방 식 최 하 장 단

유압식 수 만 톤
• 작용하 이 크다

• 장치가 치 하고 가볍다
• 오염, 설 열화 우려

기식 100～150톤 • 오염 설의 우려가 없다
• 작용하 이 작다

• 장치가 커질 수 있다

기계식 3,000톤 • 작용하 이 크다 • 장치가 커지고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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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재 체를 길이방향으로 압축하는 방식

독일의 PKA는 압축실에서 구조재 폐기물을 500톤의 유압 스로 감용비

8:1로 압축 처리하여 처분용 캐니스터에 한 후 Polluxcask에 재하여 장

는 처분한다.PKA시스템은 유압 시스템과 다단램의 사용으로 은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 은 있으나 압축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 시 오염 확산으로 인한 보수

유지에 문제 을 안고 있다. 한 압축력이 500톤이기 때문에 많은 동력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 구조재를 측면방향으로 압축한 후 일정 길이로 단하는 방식

미국의 B& W사는 수 에서 압축처리한다.1차 으로 수평방향의 램에 의해

구조재를 측면 압축시킨 후,2차 으로 램의 하단부에 수평방향의 커터로 일정 길이(2

cm)로 단하며, 단된 구조재는 경사진 안내 을 타고 자 으로 떨어지면서 장박

스에 모인다.

그림 3.2.2.1.독일 미국의 구조재 압축 공정

(2)용융법

기로(Electricfurnace)는 열을 이용하여 용융시키는 노(furnace)로서,크게

아크로(arcfurnace)와 유도로(inductionfurnace)가 있다.아크로는 가열하고자 하는

물질(보통 속)의 표면 에서 탄소(graphite) 극들 사이의 아크 방 에 의해 발생

된 열 즉 높은 온도를 이용하여 속을 용융시키는 반면에,유도로는 자기 유도를

이용한 기로의 일종으로 코일에 교류를 걸면 코일 속에 기 력이 유발되어 코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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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체에 맴돌이 류가 생기며,이 맴돌이 류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유도로에는

50～60Hz의 상용주 수를 이용하는 주 유도로와 그 이상의 주 수를 이용하는 고

주 유도로가 있다.그림 3.2.2.2와 그림 3.2.2.3에 아크 용융로와 유도로의 개략도를 각

각 나타내었다.아크 용융에는 기아크로(EAF;ElectricArcFurnace)가 있으며,유

도 용융에는 냉도가니 유도로(ColdCrucibleInductionFurance) 는 도가니형 주

유도로(CIF;CorelessInductionFurnace)등이 있으며,이러한 기술 간의 선택에는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CIF의 바람직한 인자는 용탕의 양호한 교반,fume제어

용이성 그리고 가열 등이 있다.이러한 인자는 방사성폐기물의 기 고화/균질화 용

융을 고려할 때 특히 요하다.이러한 이유로 방사성폐기물의 용해는 유도용융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반면에 기아크로는 용탕 크기를 증 시킬 때 비용이 렴하며,

큰 물질을 수용할 수 있으며,용탕 조성의 변경이 용이하며 그리고 수냉각 유도코일

(water-cooledinductioncoil)이 없으므로 신뢰성과 안 성에 한 마진이 크다.이러

한 인자들 외에도 방출되는 분진의 감축과 핫셀에서의 사용 등이 용융로 선정에 고려

되어야 한다.용융기술은 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따른 시설 구조물의 방사성폐기물

의 로의 처분,감용 는 재활용 목 으로 사용되어 왔다.재활용의 품목으로

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용 드럼,폐기물 고화용 캐니스터,사용후핵연료의 장

용 다용도 용기 차폐블록(shieldingblock)등이 있다.용융법은 쉽게 용이 가능하

며,불순물의 균질화가 양호하고 감용효과가 큰 장 이 있는 반면에, 규모 시설이

필요하며(환기설비 포함),비용이 과다하며,핫셀에서의 용성도 곤란하며,용용 후 2

차 폐기물(슬래그,필터,도가니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단 도 있다.많은 나라에서

구조물의 방사성 오염원을 제거하기 하여 용융과정에서 다양한 슬래그의 조성을 첨

가·조합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를 낮추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경험도 풍

부하다.슬래그 일반 조성은 3원계 SiO2-CaO-Al2O3이며,오염물질에 따라 함량이 조

씩 다르다.다만 루토늄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슬래그 조성 CaO 신

에 B2O3,Na2O,K2O가 들어가며,우라늄(U& UO2)의 경우에는 3원계 조성 외에 CaF2

와 Fe2O3가 들어가기도 한다.란타나이드,악티나이드,휘발성(Cs,Sr) 쉽게 산화되

는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는 슬래그의 조성 함량을 조정하면 그 농도를 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Co와 Tc같은 천이원소(transition

element)는 그 농도를 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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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아크 용융로의 개략도

그림 3.2.2.3.유도 용융로의 개략도

나.구조재 폐기물 처리 방안 수립

에서 고려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구조재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수립하 다.구

조재의 방사화 특성 분석결과,SS304(Co-60,Ni-59& -63),Inconel(Co-60,Ni-59&

-63,Nb-94) Zirlo(Ni-63,Nb-94)와 같은 속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길어

로 될 가능성이 없는 고 폐기물이다. 한 슬래그를 이용한 용융법을 도입하여도

Co-60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슬래그로 빠져 나오지 않고 균질하게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따라서 용융법에 의한 폐기물화는 거의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한 용융 장치를 핫셀에서 사용할 경우,용융시 생성된 가스 제거를 한

환기장치 냉각설비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는 복잡성이 있어 핫셀에서의 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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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핫셀에서 구조재를 감용시키는 방법은 압축법이 재로서는 최 일 것으

로 사료된다.압축법도 골격체 체를 일시에 압축시키는 방법(작용압력이 커짐과 동

시에 작업 면 이 증 함)보다는 지지격자(grid)를 심으로 측면방향으로 단된 부품

을 압축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한 구조재는 처음부터 재질별로 분류하

여 단 압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이러한 압축법으로 압축하 을 경

우,향후 좀 더 나은 기술이 도입될 때까지 임시 장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조재 폐기물 처리 최 방안 도출에 한 경로를 그림 3.2.2.4유도 용융로의

개략도에 도시하 다. 시 에서 구조재 폐기물의 처리 방안은 압축법에서 유압식에

의한 제3의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2.2.4.유도 용융로의 개략도 구조재 폐기물 처리 최 방안 도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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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치 개념 설계

제 3의 방식에 의한 압축장치 개념 설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

다.

• 구조재 재질별 분류

• 부분 단(측면 방향)-Cutter기 선정

• basket에 담아 스로 이

• 유압 스 작용압력

• 작용유 선정(오일 는 물+ 리코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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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 자료 생산

가.구조재 폐기물 구성 부품 별 재원

구조재 폐기물의 구성 부품별 압축 특성을 분석하기 해 17×17형 KOFA핵연

료 집합체 구조내의 부품 별 압축 부피를 분석하 다.구조재 폐기물은 그림

3.2.3.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하단 고정체와 24개의 안내 ,1개의 계측 ,그리고 8개

의 지지격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지지격자 집합체 에서 최상단 최하단에

치한 지지격자는 인코넬이며,나머지 6개의 지지격자는 Zircaloy로서 지지격자 스

링만 인코넬로 제조되고 있다.

(1)핵연료 집합체 재원

• 가로 ×세로 =21.4cm ×21.4cm

• 길이 =405.8cm

• 무게 =660kg

• 부피 =21.4×21.4×406=185,931cm
3

• 연료 수 =264개

상단고정체

TOP END PIECE

 스프

LEAF SPRING

6개  칼로

격

Zry SPACER GRID

격 스프
S/G SPRING

복합 스프

COMBINED SPRING

하단고정체

BOTTOM END PIECE

코넬 격

Inc. SPACER 

GRID

안내

GUIDE THIMBLE

계측
INSTRUMENTATION

TUBE

코넬 격
Inc. SPACER 

GRID

그림 3.2.3.1.17×17형 KOFA핵연료 집합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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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재 폐기물 부품 별 실 부피

• 상부노즐 :단면 ×노즐높이 =9.45×21.4×21.4=4,328cm
3

• 하부노즐 :단면 ×노즐높이 =21.4×21.4×6.95=3,183cm
3

• Zircaloy지지격자 :6개 =1,069cm
3

-외부 격자 4개 :3.214×4

-체결 격자 17개 :4.965×17

-스 링 격자 15개 :4.519×15

-지지격자 모서리 4개 :0.6441×4

-복합 스 링 8개 :0.0584×8

-지지격자 스 링 252개 :0.0398×252

• 인코넬 지지격자 :2개 =158.32cm
3

-외부 격자 4개 :1.988×4

-보통 격자 30개 :2.171×30

- 앙 격자 2개 :2.431×2

-지지격자 모서리 4개 :0.305×4

• 안내 : 의 단면 ×길이 =2,637cm
3

-


 ×× =


××

• 기타부품 :9.528cm
3

-압축 스 링 :2.342

-디스크 :0.040

- 단 마개 :0.5

-안내 마개 :2

-안내 트 :0.656

-안내 슬리 :2.103

-지지격자 슬리 :0.72

-안내 체결나사 :1.167

(3)구조재 폐기물의 압축비

앞에서 구조재 폐기물을 압축처리 하 을 경우 압축비를 구하기 해 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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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이론 부피와 실제 공극을 고려한 부피를 계산하 다.

• 구조재 폐기물의 이론 부피 :13,284.45cm
3

4328+3183+1068.6+158.32 +2637+9.53

• 구조재 폐기물의 실제 부피 :185,931cm
3

21.4×21.4×406

• 구조재 폐기물의 공극률 :185,931/13,284.45=14

• 이론압축비 =13,284/185,931=0.071(14:1)

압축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압축된 폐기물이 이론 도의 80%에 해당할 경우

압축비는 약 11이 된다.그러나 상하 고정체의 경우 공극울이 거의 없는 강체에 가깝

기 때문에 이를 계산에서 배제 할 경우 압축비는 더 떨어질 수 있다.일반 으로 압축

의 경우 압축비를 7 는 8로 계산 하는 경우가 많다.

나.지지격자의 압축 실험

구조재 폐기물의 구성 부품별 지지격자의 압축 실험을 수행하 다.압축 실험은

지지격자를 눕 놓고 에서 압축하는 평면압축과 지지격자를 세워놓고 압축하는 측

면압축으로 수행하 다.압축력을 가하면서 변형된 변 를 측정하 으며,단 길이

당 소요되는 압축력을 계산하여 표 3.2.3.1에 나타내었다.지지격자를 평면으로 압축하

는 경우가 측면으로 압축하는 경우보다 많은 압축력을 필요로 한다.이는 평면 압축

시 안내 이 수직으로 세워져있어 단 면 이 증가하여,항복응력이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지지격자를 정면 압축하 을 경우 기 변 5mm 까지는 25톤의 압축력이

소모되어 단 변 당 압축력이 0.5톤/mm 이었으며,변 35mm 까지는 단 변

당 압축력이 약 0.11톤/mm 이하로 어들다가 변 40mm 이후부터는 단 변

당 압축력이 격히 증가하 다.측면압축의 경우 역시 기 변 5mm 까지는 0.9

톤의 압축력이 소모되어 단 변 당 압축력이 0.18톤/mm 이었으나,약 160mm 까

지는 약 0.01톤/mm 이었다,그 후부터는 다시 단 변 당 압축력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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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변 에 따른 소요 압축력

평면압축 측면압축

변

(mm)

압축력

(톤)

단 변 당

압축력

(톤/mm)

감용비
변

(mm)

압축력

(톤)

단 변 당

압축력

(톤/mm)

감용비

0 0.0 0 0 0 0 0 0

5 2.5 0.50 0.07 5 0.9 0.180 0.02

10 3.0 0.10 0.14 140 1.2 0.002 0.67

15 3.2 0.04 0.21 145 1.4 0.040 0.69

20 3.4 0.04 0.29 150 1.8 0.080 0.71
25 4.0 0.12 0.36 155 2.0 0.040 0.74

30 4.5 0.10 0.43 160 2.6 0.120 0.76

35 5.0 0.10 0.50 165 3.6 0.200 0.79

40 9.0 0.80 0.57 170 5.2 0.320 0.81
45 18.0 1.80 0.64 180 7.6 0.240 0.86

50 30.0 2.40 0.71 185 28 4.080 0.88

55 65.0 7.00 0.79 189 60 8.000 0.90

58 230.0 76.67 0.83

그림 3.2.3.2와 3.2.3.3은 지지격자의 평면압축과 측면압축의 압축 후 상과 압

축력에 따른 변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이는 응력-변 곡선(σ-ε)과 같이 3단계의 변

형구간을 나타내고 있다.1단계인 기단계는 탄성 구간으로 압축력이 변 에 비례하

여 증가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다.2단계에서는 소성구간으로 항복 을 넘으면 응력-변

곡선이 변 축과 평행한 소성변형을 나타낸다.소성구간에서는 압축력이 크게 증가

하지 않아도 변형이 쉬게 일어난다.3단계에서는 다시 응력이 상승하여 극한강도 는

인장강도 까지 증가하게 된다.지지격자를 압축처리할 때는 소성구간에서 압축처리하

는 것이 은 동력으로 많은 감용률을 얻을 수 있다.그림 3.2.3.4는 압축력에 따른 지

지격자의 감용률을 나타낸 것이다.감용률은 기부피에 한 부피감소로 표 하 다.

평면압축의 경우 최 감용률이 83% 으며,측면압축의 경우 약 90%까지 압축되었

다.



-111-

그림 3.2.3.2.지지격자 평면압축

그림 3.2.3.3.지지격자 측면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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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지지격자의 압축력에 따른 감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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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장치 설계

가.구조재 폐기물 처리 장치의 구성

구조폐기물 압축처리 기술을 검토한 결과 장치는 핫셀의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구조재 체를 압축하는 것보다는 단/ 단 공정을 도입하여 당한 크기로 자른 후

에 압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방사선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며,원

격 유지보수 제어가 용이해야 한다.최 압축력과 행정은 각각 500톤,260bar,

500mm,최 행정속도는 300mm/min이며 동력 달 장치는 물과 리코겔의 작동유

를 사용하는 유압시스템 구조를 채택하 다.구조폐기물 압축처리장치 설계를 한 구

조는 다음과 같은 모듈로 구성하 다.

•안내 베이스 임부 :수평 상태로 진입해 오는 핵연료 집합체 구조폐기물을

안정 으로 안착하는 부분

•고정.이송부 :구조폐기물을 고정하고 일정량을 이송하는 부분

• 단장치부 :구조폐기물을 일정 길이로 단하는 부분

•주 압축장치부 : 단된 조각들이 압축실에 모아지면 압축하는 부분

•배출 장치부 :최종 압축된 압축물을 배출하는 부분

•유압장치부 :동력을 달하는 부분

•장치 고정 임부 :장치를 고정 부분

나.구조재 폐기물 처리 장치의 개략 설계도

그림 3.2.4.1에 구조재 폐기물 압축처리장치의 체 개념 설계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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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치

출 치

치 고정 프레

주 압축 치

압 치

안내 스 프레

고정.

그림 3.2.4.1.핵연료 집합체 구조 폐기물 압축 장치의 체 개념 설계도

다.구조재 폐기물 처리 장치의 모듈 사양

• 안내 베이스 임부

Skeleton집합체 안착 확인센서(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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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형 안내 가이드

• 고정 이송부

Skeleton 치 확인센서(1개)

클램핑 장치

-서보모터(1개)

-Skeleton고정 센서(1개)

-Skeleton고정 Jaw

이송스크류

-서보모터(1개)

-리드 스크류

-리드 스크류 가이드

-리드 스크류 고정

-리드 스크류 고정 베어링

-양단 리 센서(2개)

• 단 장치부

2단 유압실린더(1개)

치 확인센서(1개)

Skeleton압축 고정램

Skeleton 단 카터

단 장치부 고정

압축.단 완충

• 압축장치부

단조각 압축실

-하부노즐 진입부

- 단조각 안내보호 박스

단조각 압축장치

-유압실린더(1개)

-Pressbox

-주압축램

- 치 조정 포텐셔 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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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장치부

배출 게이트

배출게이트 유압실린더(1개)

배출 램

배출램 유압실린더(1개)

• 유압 장치부

유압 유닛

-기름탱크

-유압펌

- 동기 모터

-제어밸

-배 류

라.구조재 폐기물 처리 장치의 작동 순서

동작 1:구조재 폐기물의 Bottom 방향이 앞으로 해서 안내 베이스 임 인입구

에 안착시킨다.이때 구조재 폐기물 안착센서에 의해 안착상태를 확인한

다.

그림 3.2.4.2.동작 1에 한 동작 원리

동작 2:이 의 인출장치에서 분리된 Bottom nozzle을 Bottom 인입구에 인입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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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동작 2에 한 동작 원리

동작 3:구조재 폐기물 치를 확인한 다음 클램핑 서보 모터에 의해 구조재 폐

기물을 고정한다.이때 고정이송부 고정센서를 통해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그림 3.2.4.4.동작 3에 한 동작 원리

동작 4:이송스크류에 의해 구조재 폐기물을 단 장치부로 이송한다.이때 양단

리 센서를 통해 이송상태를 확인한다.

그림 3.2.4.5.동작 4에 한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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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5:구조재 폐기물이 단 장치부에 도달되면 1차 으로 단 압축램에 의해

구조재 폐기물을 압축하고 압축된 상태에서 단 카터를 이용하여 단한

다.이때 단장치부의 치센서를 이용하여 단상태를 확인한다.

그림 3.2.4.6.동작 5에 한 동작 원리

동작 6:1차로 모아진 단 조각물들을 주압축램에 의해 압축 후 주압축램은 원

상 복귀한다.

그림 3.2.4.7.동작 6에 한 동작 원리

동작 7:Topnozzle 잔여 구조물을 단 후 조각물들을 압축실 내부로 인입하

고 최종압축을 하며 고정 이송부는 원상 복귀한다.

그림 3.2.4.8.동작 7에 한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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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8:배출 게이트를 열고 배출램에 의해 최종 압축물을 배출한다.

그림 3.2.4.9.동작 8에 한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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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배기체 폐 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1.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

가.폐 필터의 발생 방사능 분석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으로 처리시 처리 공정에서 Cs-137,Tc-99,I-129등의

핵분열생성물이 배기체 형태로 휘발하며,이는 그림 3.3.1.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공

성의 flyash,calcium,AgX필터로 포집한다.표 3.3.1.1은 세 종류의 필터를 구성하는

성분원소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사용후핵연료가 연소도 55,000MTD/MTU로 연

소되고,10년 동안 냉각될 때 사용후핵연료 속 10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휘발

성 기체의 반감기와 방사능 붕괴열은 표 3.3.1.2에 나타난 것과 같다. 한 배기체

를 포집한 폐 필터 역시 방사성 폐기물이 되며,Cs-137,Tc-99,I-129이 포집된 세 종

류의 폐 필터가 방사성폐기물 처분 농도제한치 이하의 방사능 수 으로 떨

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표 3.3.1.3에 나타난 것과 같다.

그림 3.3.1.1.배기체 흡착 후의 세라믹 필터.

표 3.3.1.1.각 필터를 구성하는 원소비

성분원소 FlyAsh Calcium AgX

O 50-55 45-50 45-50

Ca 2-3 40-45 0-1

Al 10-15 5-10 10-12

Si 25-30 10-15 20-25

Mg 1-2 1-2

K 1-2 0-1

Ag 5-10

Na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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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물 (10ton/HM 기 )

Nuclide Half-life(year) Mass(kg)Activity(Ci) Heat(W) Filter FilterMass

Cs-137 30.17 39.926 1.40×10
6

1.56×10
3

Flyash

5.3g/g-Cs

Rb-87 4.88×10
10

5.483 3.34×10
-4

- 8.3g/g-Rb

Cd-113 9.3×1015 2.141 4.36×10-13 - 8.3g/g-Cd

Tc-99 2.6×10
6

12.324 2.11×10
2
1.06×10

-1

Calcium

1.6g/g-Tc

Ru-106 1.02 36.843 9.04×103 7.28×10 3.1g/g-Ru

Rh-101 3.3 5.709 3.0×10 - 3.1g/g-Rh

Te-130 7.9×10
20

4.092 - - 7.6g/g-Te

Mo-100 7.8×10
18

34.096 - - 3.2g/g-Mo

C-14 5730 1.067 - - 26.1g/g-C14

I-129 1.57×107 3.661 5.24×10-1 2.46×10-4

AgX
14.5g/g-I

Br-77 57h 0.322 - - 22.2g/g-Br

표 3.3.1.3.Cs-137,Tc-99,I-129의 처분 농도 제한치 필요시간

핵종 처분 농도제한치(Bq/g) 시간 (년)

Cs-137 1.11☓10
6

528

Tc-99 1.11☓10
3

4.6☓10
7

I-129 3.70☓10 2.1☓108

나.폐 필터의 물리·화학 특성

필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원소 필터에 포집된 배기체의 화학결합 상태를 분

석하기 해 XRD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는 그림 3.3.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Flyash필터

그림 3.3.1.2a에서 보듯이 500℃에서는 pollucitepeak가 나타나지 않으며,600

℃부터 pollucitepeak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온도가 올라갈수록 pollucitepeak의 개수

가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이로부터 flyash필터는 600℃ 이상의 온도에서

세슘과 반응하여 pollucite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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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a필터

그림 3.3.1.2b에서 보듯이 순수한 Ca필터와 늄을 흡착한 Ca필터를 비교했

을 때 후자의 경우 Ca(ReO4)2라는 새로운 화합물 peak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늄이 Ca필터에 흡착하면서 생긴 화합물이다.

(3)AgX필터

그림 3.3.1.2c에서 보듯이 아이오딘을 흡착하지 않은 AgX의 XRDpeak와 비교

할 때,아이오딘을 흡착한 AgX에서는 AgI라는 새로운 peak가 나타나고 있다.이를 통

해 볼 때,아이오딘이 AgX와 반응하여 AgI라는 화합물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a)Flyash필터 (b)Ca필터 (c)AgX필터

그림 3.3.1.2.세 종류 필터의 XRD촬 결과

다.폐 필터 포집 핵종의 휘발특성 평가

폐 필터를 고화 처리할 경우 일반 으로 수백에서 천 도 이상의 열처리가 필요

하며 이 과정에서 필터에 흡착된 배기체가 휘발되어 이차 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휘발 실험을 통해 세 종류의 필터에 흡착된 핵종의 휘발온도를 악하는

것은 고화공정 선택시 고려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다.본 휘발실험을 해 Scinco사에서

제작한 열천칭분석기(TGAN-1500)를 사용하 다.

(1)Flyash필터



-122-

(가)시료 조건

CsNO3로부터 휘발된 세슘 기체와 flyash필터를 900℃에서 6시간 동안

포집반응하여 0.25g-Cs/flyash의 비율로 세슘을 포집한 필터를 제조함.

(나)휘발 조건

TGA 장비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450℃까지 1℃/min으로 온도를 올리는

실험을 실시한 뒤,900℃에서 1200℃까지 등온으로 24시간 동안 가열하는 실험을

100℃ 간격으로 실시함.

(다)실험 결과

그림 3.3.1.3는 세슘을 포집한 flyash필터에 한 휘발실험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그림 3.3.1.3a는 상온에서 1450℃까지 온도를 올려가며 실험했을 때의 결과

로서 flyash필터에 포집된 세슘은 략 900℃ 부근에서 휘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가열온도에 따른 세슘의 휘발량을 정량분석하기 해 900℃에서 1200℃까

지 등온으로 24시간 동안 가열하는 실험을 실시하 으며,그 결과는 그림 3.3.1.3b에서

보는 바와 같다.900℃에서 실험했을 때 질량 감소량은 략 1.3wt.% 으며,이를

포집된 세슘 체에 한 휘발 분율로 환산하면 6.5wt.%가 된다. 한 1200℃의 경

우 질량 감소량은 략 8wt.% 으며,이는 포집된 세슘량의 40wt.%에 해당한다.

그림 3.3.1.3.Flyash필터에 한 휘발실험 결과 (a)승온실험,(b)등온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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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a필터

(가)시료조건

Tc은 인공방사성원소이므로 물리·화학 성질이 유사한 늄(Re)을 체물

질로 사용하여, 800 ℃에서 칼슘과 반응시킨 늄 포집 필터를 제조함(0.49

g-Re/g-Ca).

(나)실험조건

TGA 장비를 이용하여 1023K～1223K (750℃～950℃)에서 50도 간격

으로 등온 가열함.

(다)실험결과

그림 3.3.1.4는 온도에 따른 Ca필터의 질량 감소를 나타낸 그래 이다.온

도에 따라 질량 감소가 0.8wt.%～6.3wt.%까지 나타났으며,이를 흡착된 늄의 질량

으로 환산할 경우 체 늄 2.4wt.%～19wt.%의 질량감소에 해당한다.이를 근

거로 볼 때 포집된 늄의 휘발온도는 략 700℃ 부근으로 단된다.

(3)AgX필터

(가)시료조건

아이오딘을 150～200℃에서 AgX와 반응시켜 아이오딘을 포집한 AgX를

제조함(0.07g-I/g-AgX).

(나)실험조건

수분 제거 해 105℃에서 1시간 동안 가열 후,473K (200℃),573K

(300℃)에서 각각 7시간 동안 등온 가열함.

(다)실험결과

그림 3.3.1.5는 온도에 따른 AgX 필터의 질량 감소를 나타낸 그래 이다.

473K (200℃)에서 2.8wt.%,573K에서 5.3wt.%의 질량이 감소되었으며,이를 아

이오딘의 질량으로 간주할 경우,43wt.%,81wt.%의 휘발에 해당한다. 자료로

단할 때 아이오딘이 AgX에 포집될 때 안정한 화합물인 AgI를 형성하지 못하고,단지

물리 으로 흡착된 상태인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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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온도별 Ca필터의 휘발 그림 3.3.1.5.온도별 AgX필터의 휘발

2.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리방안 수립

가.폐 필터 유리고화 타당성 연구

(1)폐 필터의 유리화 조성계산

Flyash폐 필터 유리화를 해 1,150℃ 환경에서 flux(유리 frit 는 시약)와

혼합하여 기로 내에서 용융하여 유리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하 다. 한,

련 물리·화학 특성들을 평가하여 유리화의 운 변수 유리고화체의 처분 합성

등을 평가하고자 하 다.이를 해 GlassForm이라는 코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혼합비

에 따른 유리의 도, 기 도도 7일 간의 PCT test결과를 계산하여,최 의 유

리조성을 찾고자 하 다.표 3.3.2.1는 폐 필터 혼합비에 따른 GlassForm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결과 분석

Flyash폐 필터에 붕규산 CVCS유리를 혼합할 경우 CVCS의 증가에 따

라 도는 감소하고 기 도도는 증가하 으나,침출률도 증가하 다.Flyash폐 필

터 20% +붕규산 CVCS80% 혼합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단되나,폐기물 장입

량이 20wt.%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용효과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한 Waste

loading을 높이기 해 Al2O3와 SiO2함량을 상 으로 낮추고 B2O3,Li2O,Na2O함량

을 높인 시약을 flyash폐 필터와 혼합한 경우,폐기물 장입량이 45wt.%일 때의

PCT 결과는 매우 양호하나 도(212poise)가 비교 높기 때문에 원활한 pour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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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단 이 있다.70wt.% Flyash+9.75wt.% B2O3,+5.25wt.% Li2O,+15wt.%

Na2O의 조성비일 때 도 24poise, 기 도도 0.87S/cm,7-dayPCT 등이 가장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a/AgX폐 필터에 P2O5와 B2O3시약을 각각 50wt.% 혼합하

여 계산했을 때,두 경우 모두 도와 기 도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3.2.1.폐 필터 혼합비에 따른 GlassForm 계산결과

 폐 필터

혼합비

성분 조성

Flyash40% 30% 20% 40% 45% 70% 75%

폐

필

터

Ca/AgX

50%

Ca/AgX

50%
CVCS 60% 70% 80% 35% - - -

B2O3 - - - 10% 20% 9.75%8.13%

Li2O - - - - - 5.25%4.38% P2O5
50%

B2O3
50%Na2O - - - 15% 35% 15% 12.5%

Al2O3 13.8412.0910.3412.1310.9517.0418.26P2O5 50.00 -

As2O3 1.37 1.60 1.82 0.80 - - - B2O3 - 50.00

B2O3 6.35 7.41 8.47 13.7120.00 9.75 8.13Al2O3 6.67 6.67

CaO 1.43 1.07 0.72 1.43 1.61 2.51 2.68AgO 2.41 2.41

CdO 0.17 0.13 0.08 0.17 0.19 0.29 0.31 CaO 16.95 16.95

CeO2 1.10 1.28 1.46 0.64 - - - MgO 0.61 0.61

CoO 0.40 0.47 0.54 0.23 - - - Na2O 3.02 3.02

Cs2O 3.28 2.60 1.92 3.14 3.31 5.15 5.51 SiO2 14.06 14.06

Fe2O3 1.87 2.18 2.49 1.09 - - - IO2 1.24 1.24

K2O 0.48 0.36 0.24 0.48 0.54 0.83 0.89BrO2 0.12 0.12

Li2O 5.63 6.57 7.50 3.28 - 5.25 4.38 MO3 1.90 1.90

MgO 1.93 2.25 2.58 1.13 - - - RuO2 1.81 1.81

Na2O 7.72 9.01 10.3019.5035.00 15 12.5 R2O3 0.53 0.53

NiO 2.24 2.62 2.99 1.31 - - - TcO 0.49 0.49

Rb2O 0.83 0.62 0.42 0.83 0.94 1.46 1.56TeO3 0.21 0.21

SiO2 48.5546.4744.3838.4927.4642.7345.78 - - -

VO2 2.09 2.44 2.78 1.22 - - - - - -

ZrO2 0.73 0.85 0.97 0.42 - - - - - -

Wasteloading % 40 30 20 40 45 70 75 50 50

도 Poise 310 170 94 12 212 24 67 13 1

기 도도 S/cm 0.27 0.34 0.43 0.76 0.16 0.87 0.57 0.17 0.09

7-dayPCT

(g/m
2
)

Si 0.07 0.12 0.18 0.62 0.06 0.31 0.15 0.07 0.07

B 0.02 0.04 0.08 4.45 0.04 0.71 0.21 0.05 17.02

Li 0.05 0.09 0.15 3.10 0.08 0.67 0.25 0.13 15.99

Na 0.02 0.03 0.05 4.75 0.03 0.75 0.23 0.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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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폐 필터 열처리

(가)붕규산 유리에 Ca/AgX폐 필터 발생비 혼합

•열처리 목 :Ca과 AgX필터의 경우 휘발성 핵종들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를 600∼800℃ 온도범 에서 열처리하여 glass-ceramic형

태로 안정화하기 함.

•실험 조건 :표 3.3.2.2참조

표 3.3.2.2.폐 필터 열처리시 실험 조건

유리

(CVCS)

Ca/AgX

필터

유리

(CVCS)

Ca/AgX

필터

유리

(CVCS)

Ca/AgX

필터

60% 40% 50% 50% 40% 60%

600℃ CVCS40%600h20 CVCS50%600h20 CVCS60%600h20

800℃ CVCS40%800h20 CVCS50%800h20 CVCS60%800h20

•실험결과

-CVCS40% 600℃ 20h:고형화 불가능

-CVCS50% 600℃ 20h:고형화 불가능

-CVCS60% 600℃ 20h:고형화 불가능

-CVCS40% 800℃ 20h:고형화 가능

-CVCS50% 800℃ 20h:고형화 가능

-CVCS60% 800℃ 20h:고형화 가능

Flux역할을 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보유 인 CVCS유리 frit을

사용하 고 여기에 40,50,60wt.%로 Ca/AgX 필터(발생 비)를 혼합하여 600℃와

800℃ 두 온도에서 20시간 열처리 한 결과 800℃에서는 고형화가 가능함을 확인하

으며,CVCSfrit보다 융 이 낮은 유리 frit을 사용하여 600℃에서도 고형화가 가

능한 방안을 도출할 정이다.

(나)Phosphate유리에 Ca/AgX폐 필터 발생비 혼합

•수행목 :Flux로 사용한 유리 frit보다 융 을 낮추기 하여 Phosphate

계 유리를 용함.

•실험 조건 :표 3.3.2.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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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3.Phosphate유리에 Ca/AgX폐 필터 발생비 혼합시 실험 조건

유리(B2O310%+P2O535%+SiO210%) Ca/AgX필터

55% 45%

600℃ Phos45%600h20

800℃ Phos45%800h20

•실험결과 :Phosphate유리로 열처리시 고형화 불가능.

(다)폐 필터(FlyashFilter+CaFilter+AgXFilter)발생비 혼합 처리

•수행목 :Flyash,Ca,AgX필터에 포함된 휘발성 핵종들의 휘발을 방지

하기 해 600∼800℃ 온도범 에서 열처리하여 glass-ceramic

형태로 안정화하기 함.

•실험조건 :표 3.3.2.4참고

표 3.3.2.4.폐 필터 발생비 혼합 열처리 조건

폐 필터 Flux 온도 구간 시간

Flyash
+
Ca
+
AgX

50% B2O3 50% 600℃～800℃ 20hrs

60% B2O3 40% 600℃～800℃  20hrs

50% B2O3+Na2O 50% 600℃～800℃  20hrs

Flyash/Ca/AgX 혼합 필터 50%와 Flux역할을 하는 B2O350% 혼합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말형태의 성분은 보이지 않고 단단하게 고형화 됨을 확인

하 다(그림 3.3.2.1참조).다음으로 Flyash/Ca/AgX혼합 필터 60%와 Flux인 B2O3

를 40% 혼합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말형태의 성분은 보이지 않고 단단하게 고

형화 됨을 확인하 다(그림 3.3.2.2참조). 한 Flyash/Ca/AgX 혼합 필터 50%와

Flux인 B2O3+Na2O 50% 혼합시 750℃에서는 분말형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고형화되어 균질한 형태를 보이고,800℃에서는 유리화됨을 확인하 다(그림 3.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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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50℃ 20hrs (b)700℃ 20hrs

(c)750℃ 20hrs (d)800℃ 20hrs

그림 3.3.2.1.Flyash/Ca/AgX폐 필터 발생비 50%와 B2O350% 혼합 시

(a)650℃ 20hrs (b)700℃ 20hrs

(c)750℃ 20hrs (d)800℃ 20hrs

그림 3.3.2.2.Flyash/Ca/AgX폐 필터 발생비 60%와 B2O340% 혼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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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50℃ 20hrs (b)700℃ 20hrs

(c)750℃ 20hrs (d)800℃ 20hrs

그림 3.3.2.3.Flyash/Ca/AgX폐 필터 발생비 50%와 B2O3+Na2O50% 혼합 시

(다)폐 필터(FlyashFilter,CaFilter,AgXFilter)개별 처리

•수행목 :Flyash,Ca,AgX 필터에 포함된 휘발성 핵종들의 휘발을 방지

하기 해 600∼800℃ 온도범 에서 열처리하여 glass-ceramic

형태로 안정화하기 함.

•실험 조건 :표 3.3.2.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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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5.Flyash,Ca,AgX각각의 폐 필터와 Flux혼합 시 열처리 조건

폐 필터 Flux 온도 구간 시간

Flyash 50%
B2O3 50% 550℃～750℃ 20hrs

B2O3+Na2O 50% 600℃～750℃ 20hrs

Ca 60%
B2O3 50% 550℃～750℃ 20hrs

B2O3+Na2O 50% 600℃～750℃ 20hrs

AgX 50%
B2O3 50% 550℃～750℃ 20hrs

B2O3+Na2O 50% 600℃～750℃ 20hrs

Flyash폐 필터 50%와 flux인 B2O350% 혼합 열처리시 온도가 높아질

수록 더 고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 고(그림 3.3.2.4참고),flyash폐 필터 50

%와 flux인 B2O3+Na2O 50% 혼합하여 열처리시 700℃ 이 에는 분말이 많이 나오

고 단단하게 고형화가 되지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많이 부스러지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3.2.5참고).반면 flyash폐 필터 50%와 flux인 B2O3+Na2O 50% 혼합하여

열처리시 750℃에서 고형화되어 유리화되는 단계까지 되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3.3.2.5참고).Ca필터의 경우 Ca필터 50%와 flux인 B2O350% 혼합하여 열처리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말형태에서 입자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확인하 고(그림

3.3.2.6참고),Ca필터 50%와 flux인 B2O3+Na2O50% 혼합하여 열처리시 700℃ 이

에는 분말형태가 그 로 남아있으나 750℃에서는 분말은 찾아볼 수 없는 유

리상을 얻었다(그림 3.3.2.7참고).AgX 필터의 경우 AgX 필터 50%와 flux인 B2O3

50% 혼합하여 열처리시 550℃에서는 분말형태를 띠고 있으나 600℃이후에는 단단

히 굳어져가는 모습을 보 고(그림 3.3.2.8 참고),AgX 폐 필터 50 %와 flux인

B2O3+Na2O50% 혼합하여 열처리시 750℃에서는 굳어지긴 하 으나 손으로 만졌을

때 쉽게 부스러지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3.3.2.9참고).즉,AgX 폐 필터는 앞에서

실험한 flyash폐 필터 Ca폐 필터와 달리 같은 온도에서의 상태를 비교해도 쉽게

고형화되지 못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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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0℃ 20hrs (b)650℃ 20hrs

(c)700℃ 20hrs (d)750℃ 20hrs

그림 3.3.2.4.Flyash폐 필터 50%와 B2O350% 혼합 시 열처리

(a)600℃ 20hrs (b)650℃ 20hrs

(c)700℃ 20hrs (d)750℃ 20hrs

그림 3.3.2.5.Flyash폐 필터 50%와 B2O3+Na2O50% 혼합 시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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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0℃ 20hrs (b)650℃ 20hrs

(c)700℃ 20hrs (d)750℃ 20hrs

그림 3.3.2.6.Ca폐 필터 50%와 B2O350% 혼합 시 열처리

(a)600℃ 20hrs (b)650℃ 20hrs

(c)700℃ 20hrs (d)750℃ 20hrs

그림 3.3.2.7.Ca폐 필터 50%와 B2O3+Na2O50% 혼합 시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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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0℃ 20hrs (b)650℃ 20hrs

(c)700℃ 20hrs (d)750℃ 20hrs

그림 3.3.2.8.AgX폐 필터 50%와 B2O350% 혼합 시 열처리

(a)600℃ 20hrs (b)650℃ 20hrs

(c)700℃ 20hrs (d)750℃ 20hrs

그림 3.3.2.9.AgX폐 필터 50%와 B2O3+Na2O50% 혼합 시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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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폐 필터 화학 내구성 평가

(가)Flyash AgX폐 필터 PCT수행

•수행목 :Flyash와 AgX필터 자체만의 화학 내구성 보유 여부 평가

(나)결과

•7-dayPCT침출률 (g/m
2
)

ICP-AES로 분석 한 후 침출률을 계산한 결과 Flyash폐 필터는 Ca,K

원소의 침출률은 부 합하고 AgX폐 필터는 Na원소의 침출률이 부 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표 3.3.2.6참고).

표 3.3.2.6.Flyash와 AgX의 PCT실험 결과(단 :g/m
2
)

성분원소 Flyash AgX
Al 0.16 0.25
Ca 2.21 0.50
K 2.13 -
Mg - 0.65
Na - 58.43
Si 0.23 0.35

(4)유리고화체의 화학 내구성 평가

(가)Cs이 포함된 flyash를 70wt.% 함유한 유리고화체 PCT수행

•수행목 :유리고화를 통한 화학 내구성 향상 여부 분석

(나)결과

•7-dayPCT침출률 (g/m2)

ICP-AES로 분석 한 후 침출률을 계산한 결과 Cs의 침출률이 1.64☓10-4

g/m2로서 기 유리고화체의 원소 침출률인 ～10-2g/m2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남(표 3.3.2.7참고).

표 3.3.2.7.유리고화체의 PCT실험 결과 (g/m2)

성분원소 침출률
B 0.71
Na 0.75
Si 0.31
Cs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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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리세라믹의 화학 내구성 평가

(가)열처리를 통해 형성된 유리세라믹에 한 PCT수행

•수행목 :유리세라믹 고화체의 화학 내구성 분석

(나)결과

•7-dayPCT침출률 (g/m
2
)

ICP-AES로 분석 한 후 침출률을 계산한 결과 폐 필터 3종을 발생비별로 혼

합한 경우에 Al침출률이 11.481g/m
2
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체

인 침출률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남(표 3.3.2.8참고).

표 3.3.2.8.유리세라믹의 PCT실험 결과 (g/m
2
)

성분 물질
폐 필터

혼합(3종)
Flyash Cafilter AgX

Al 11.481 0.770 - 0.004

B 0.001 0.003 0.031 0.004

Na 0.001 0.003 0.032 0.004

Si 0.101 0.014 - 0.744

Ca 0.005 0.465 - 0.698

Cs 0.266 0.116 - -

Mg N/A - - 0.010

(6)결 론

Flyash폐 필터에 한 유리화 연구결과 붕규산계 조성을 이용한 유리화 방

안은 큰 문제없이 도출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유리세라믹 제조를 해 폐 필터

를 600-800℃에서 열처리할 경우 flyash와 Ca필터의 경우 750℃ 부근에서 유리

세라믹 형성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그러나 Ca필터의 경우 750℃에서 유리세라믹

고화를 시도할 경우 700℃에서 포집된 테크네튬 핵종이 휘발할 가능성이 있다.AgX

필터는 유리세라믹이 형성되지 않고,포집된 아이오딘의 휘발온도가 낮으므로 다른 고

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나.폐기물 고화기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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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 고화처리의 개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세슘,테크네튬,아이오딘 등의 배

기체를 포집한 세라믹 폐 필터는 높은 방사능과 붕괴열을 포함하고 있다.이를 처분장

에 그 로 처분할 경우 폐 필터의 방사성핵종이 지하수를 통해 유출되므로 반드시 처

분 의 폐 필터 처리가 필요하다.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 인수기 에 맞게 처리하는

기술로서 방사성 핵종을 물리·화학 으로 견고한 물질 안에 고정시켜 장기간 자연과

격리시키는 고정화(immobilization) 는 고형화(solidification)기술이 원 선진국을

심으로 많이 연구되었으며,유리,시멘트,Synroc(인공암석)등의 재료가 주로 사용

되는 고정화 물질이다[3.3.2.1].그 외에도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러시아 국립과학

원을 심으로 상온에서의 산-염기 반응을 통해 다양한 폐기물을 고화할 수 있는 인

산세라믹이 연구·개발되어 상업 응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다음 을 통해 각각

의 고화기술의 특징 공정에 해 소개하고,장단 의 비교를 통해 폐 필터 처리를

한 최 의 고화방안을 찾고자 한다.

(가)유리 고화법(Vitrification)

유리고화의 원리는 유리를 이루는 기본구조 속의 공간에 폐기물 입자를 함

입(incorporation)시키는 것이다.유리를 고화매질로 이용할 경우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

우에 비해 부피 감용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내침출성도 크다.유리고화는 고방사성 폐

기물을 안 하게 처리하는 목 으로 지난 50여 년간 랑스,독일,벨기에,러시아,

국,일본,미국 등에서 상용화 설비를 설치하여 많은 양의 유리고화체를 제작한 경험

이 있다[3.3.2.2].유리고화체를 제작하기 해서는 높은 온도(1000℃ 이상)에서 유리

를 용융해야 하며,이 과정에서 방사성 핵종들이 휘발하여 이차 폐기물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나)시멘트 고화법

원자력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고화를 해 최 로 사용된 재료인 시

멘트는 · 폐기물 고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시멘트의 구성물질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시멘트가 있으며,그 포틀랜드 시멘트가 폐기물 고화를 해 주로

사용되는 시멘트이다.시멘트는 가격이 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열처리를 하지

않아 핵종 휘발로 인한 이차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화학 으로 포집하지 못하고,고화체 제작시 폐기물을 함량에 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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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시멘트의 비율이 높아서 처분장에 보내지는 폐기물의 부피가 증가하며,내침출

성이 유리고화체에 비해 히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

(다)Synroc(인공암석)

Synroc은 1978년 호주의 Ringwood 교수가 개발한 매질로서

Hollandite(BaAl2Ti6O16),perovskite(CaTiO3),zirconolite(CaZrTi2O7)이며,이들 물은

그들의 결정 격자 내로 고 방사성 폐기물에서 존재하는 부분의 원소를 고정할

수 있다.Synroc은 함유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synroc-B,-C,-D,E,-F로 나뉘

며,침출성과 강도가 유리 고화체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ynroc고화체

를 만들기 해 먼 분말을 제조한 뒤 폐기물과 함께 소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synroc분말의 표 인 제조법으로 분말합성 공정과 자발착화 연소공정이 있다.

이 게 만들어진 분말을 이용해 소결체를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표 으로 고온가압

소결 공정과 상압소결 공정이 있다.소결체를 제조하는 요구되는 공정온도는 체로

1150～ 1200℃이다.

(라)인산세라믹

인산세라믹은 인산염과 속산화물의 산-염기 화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서 시멘트처럼 상온에서 경화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고화체 제

작 공정에서 폐기물의 휘발로 인한 이차 폐기물 발생의 우려가 없고,제작공정이 간단

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 인산염 구조 속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포획하

여 불용성의 화합물을 형성하므로 시멘트에 비해 원소의 침출률이 낮으며,기본 으로

분자간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분자간 반 데르 발스 결합

이 부분인 시멘트에 비해 기계 강도가 우수한 고화매질이라 할 수 있다.인산세라

믹은 우수한 물성으로 인해 세슘, 루토늄,테크네튬 등의 핵종을 포함한 폐기물을

고화체로 제작할 수 있으며,이외에도 도로 복구용 시멘트,건축 재료,치과치료용 시

멘트 등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Wagh와 그의 그룹에서는 산화마그네슘과 제

일인산수소칼륨을 증류수와 함께 반응시켜 마그네슘 칼륨 인산세라믹을 개발하 으며,

ceramicrete라 명명하 다[3.3.2.3].이 인산세라믹의 제조에 이용되는 반응은 아래와 같

다.

MgO+KH2PO4+5H2O=MgKPO4·6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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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매우 격한 발열반응에 해당하므로 한 방법을 통해 반응속

도를 제어하지 않으면 균질하고 견고한 성질의 세라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반응속도

를 조 하기 해 산화마그네슘을 하소하거나 소량의 붕산을 첨가하는 방법이 일반

으로 사용된다. 한 인산세라믹 제조시 모래,flyash,calcium silicate(wollastonite,

CaSiO3)등을 첨가할 경우 기계 강도가 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2.4,

3.3.2.5].지 까지 논의된 폐기물 고화기술의 특징과 장단 을 표 3.3.2.7에 간단히 정

리하 다.

표 3.3.2.9.폐기물 고화기술의 특징

후보기술
공정온도

(℃)

침출

항력

장기

안정성

도

(g/cc)
장 단

유리고화 800-1,150 우수 안정 ～2.6
빠른

처리속도
C-14,I-129휘발

시멘트고화 실내온도
일부

취약
취약 ～3.0

공정 단순,

경제

부피 증가,

일부 핵종 처리

곤란

Synroc고화 1,000-1,150
매우

우수
안정 ～4.5 높은 감용비

처리 설비 필요

공정 복잡

C-14,휘발

인산세라믹

고화
실내온도 우수 안정 ～2.0

휘발 없음,

공정 단순
낮은 감용비

다.결론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 필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필터의 물리·화학 특성,필터에 흡착되는 배기체의 종류 방사능 특성,폐

필터에 흡착된 배기체의 고온 휘발특성 등을 조사하 다.방사성 폐기물이 처분장에

최종 으로 처분되기 해서는 인수기 을 만족하는 wasteform으로 제작되어야 한

다.이를 해 여러 종류의 고화매질을 개발하고 용하여 왔으며,붕규산염 유리,시

멘트,Synroc,인산세라믹 등이 표 인 고화매질로서 사용되고 있다.

(1)붕규산염 유리

붕규산염 유리는 고 폐액의 유리고화체 제작에 주로 사용되어 온 매질로

서 물에 한 용해도가 매우 낮아 핵종의 침출률이 낮고 장기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장 을 지닌 고화매질이다.그러나 유리를 용해하기 해 요구되는 공정온도가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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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에 이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폐 필터에 흡착된 Tc-99,I-129등의 핵종들이

휘발되어 이차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공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그러나 폐 필터의 고

온 휘발실험과 유리화 기 실험을 통해 밝 졌듯이 Cs-137을 흡착한 flyash필터의

경우에는 유리화를 통해 고화체를 제작한다고 해도 Cs-137이 휘발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2)Synroc

Synroc은 호주에서 개발된 고화매질로 붕규산염 유리에 비해 기계 강도

내침출성이 강하고,높은 감용비를 실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Synroc제

조공정에서 유리화에 필요한 온도 이상의 고온이 요구되기 때문에 핵종 휘발의 문제

가 동일하게 발생하며,열처리와 가압을 한 복잡한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용하기 어려운 매질로 단된다.

(3)시멘트

시멘트는 · 폐기물 고화체 제작을 해 통 으로 사용되어 온 매질

로서 공정이 단순하고 시멘트의 가격이 렴하여 경제 인 측면에서 유리한 장 이

있다. 한 별도의 열처리 없이 상온에서 고화체가 제작되기 때문에 유리화시 발생하

는 핵종의 휘발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시멘트는 유리에 비해 물에 한 용해

도가 높기 때문에 유리고화체에 비해 핵종의 침출률이 상 으로 높으며,고화체 제

작시 폐기물에 비해 많은 양의 매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용비 측면에서 불리한 단

이 있다.

(4)인산세라믹

인산세라믹은 속산화물이 인산염 용액과의 산-염기 반응을 통해 제작되는

것으로서 시멘트처럼 상온에서 제작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다. 한 반 데르 발

스 결합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는 시멘트와 달리 인산세라믹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보다 기계 강도가 우수할 뿐 아니라,인산

염은 분자구조 속에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화학 으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침출

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고화매질이다.지 까지의 논의를 통해 단할 때,유리화 공정

을 통한 flyash필터의 유리고화체 제작과 인산세라믹을 이용한 칼슘 필터와 AgX필

터의 고화체 제작이 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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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 제작

모의 사용후 필터를 고정화하기 해 인산세라믹을 이용하여 실험실 규모의 고화

체를 제조하 다.인산세라믹 고화체를 제조하기 한 공정 처리장치에 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먼 ,실제 사용후핵연료에서 배출되는 세슘과 테크네튬 배기체 포집

필터를 모사한 모의 사용후 필터를 제조한다.방사성 세슘과 테크네튬 기체를 모사하

기 해서 CsNO3(AldrichCo.,99.9% purity)와 Re(AldrichCo.,99.9% purity)분

말을 voloxidizer에서 휘발시켰다.여기서 늄은 테크네튬과 물리·화학 성질이 유사

하여 테크네튬의 체물로 사용하 다. 한 세슘과 늄의 포집을 하여 flyash와

Ca필터를 사용하 으며,각 필터의 성분은 표 3.3.3.1에 나타난 바와 같다.모의 사용

후 필터의 제조 방법에 해서는 다른 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3.3.3.1].다음으로 인산세라믹의 원료물질로서 MgO와 KH2PO4분말을

비하 다(그림 3.3.3.1).기본 으로 MgO는 하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표면 이 커

서 반응속도가 빨라서 공정의 제어가 어려우므로 1300℃에서 3시간 정도 하소하여

비표면 을 감소시킨 분말을 사용하거나(그림 3.3.3.2),하소하여 비표면 을 감소시킨

분말을 사용해야 한다.이번 실험을 하여 미국의 MartinMariettaSpecialties회사

에서 하소하여 매하는 MgO분말을 구매하여 사용하 다.

표 3.3.3.1.Flyash필터와 칼슘 필터의 성분 원소비

Element
Flyashbasedfilter

(wt.%)

Calcium basedfilter

(wt.%)

O 34.8 33.5

Al 12.7 0.9

Si 32.0 1.3

Na 1.6 0

Mg 2.0 0

Ca 10.7 63.7

Fe 6.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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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인산세라믹의 원료물질인 MgO,KH2PO4,그리고 Na2B4O7·10H2O

그림 3.3.3.2.하소하지 않은 MgO분말(왼쪽)과 1300℃에서 3시간 동안

하소한 MgO분말(오른쪽)

이어지는 공정은 grinder를 이용한 원료물질의 분쇄 공정이다.KH2PO4나 borax는

기본 으로 분말 형태이나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grinder를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를

이면 고화체의 균질성이 증가하여 성능이 우수한 고화체를 제조할 수 있다. 한 모

의 사용후 필터 역시 막자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grinder를 이용해 곱게 갈아 인산세

라믹 원료물질과 반응하는 총표면 을 최 한 증가시켰다.원료물질을 분쇄하는데 이

용된 grinder는 그림 3.3.3.3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으며,이 grinder를 이용하여 3분간

원료물질을 분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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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원료물질의 분쇄를 한 grinder

인산세라믹의 기본반응은 아래와 같다.

MgO+KH2PO4+5H2O=MgKPO4·6H2O

의 반응식에 나타난 것처럼 산화마그네슘과 제일인산수소칼륨의 반응 몰비는

1:1이지만 산화마그네슘과 제일인산수소칼륨의 용해도 차이로 인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산화마그네슘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산화마그네슘과 제일인산수소칼륨

의 몰비를 4:1로 유지하여 고화체를 제조하 다.인산세라믹의 산-염기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서 수 분 이내에 반응이 일어나므로 용이한 공정 제어를 해 반응지연제를

첨가하여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반응지연제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borax(Na2B4O7·10H2O)이며 원료분말 질량의 5% 정도로 첨가하면 경화시작까지 이르

는 시간은 두 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원료물질이 비되면 혼합공정을 거쳐 인산세라믹 고화체를 제조한다.혼합을

해 그림 3.3.3.4a와 같은 볼 을 이용하 고,볼 용 포트로는 그림 3.3.3.4b과 같은 용

기를 사용하 다.혼합을 해 비된 인산세라믹 원료물질의 양은 표 3.3.3.2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한 모의 사용후 필터 분말량 첨가에 따른 고화체의 특성 변화를 알

아보기 해서 모의 사용후 필터는 인산세라믹 원료 분말량의 30,40,50wt.% 만큼

첨가하여 고화체를 제조하 고,기 시료로서 필터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고화

체도 제조하 다.혼합이 완료되면 내경 2.7cm,길이 5.4cm의 라스틱 용기(그림

3.3.3.5)에 붓고 25℃의 온도에서 28일 동안 양생한 뒤 라스틱 용기를 제거하여 인

산세라믹 고화체를 완성한다(그림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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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혼합을 한 (a)볼 용 포트,(b)혼합용기

표 3.3.3.2.혼합용기에 투입된 원료물질의 양

MgO KH2PO4 Borax Water

질량 (g) 80 68 7.8 39
몰비 2 0.5

비고
(MgO+KH2PO4)의

5wt.%

분말 질량의

25%

그림 3.3.3.5.고화체 제작용기에 혼합물을 담은 모습

그림 3.3.3.6.완성된 고화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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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자료생산

가.Grinder의 성능평가

인산세라믹의 원료물질인 MgO,KH2PO4,borax (sodium boratedecahydrate,

Na2B4O7·10H2O) 폐 필터를 이용하여 고화체를 제조할 때 입도가 작은 분말을 사용

하면 반응 비표면 이 크고 균질성 측면에서 우수한 고화체를 만들 수 있다.원료물질

을 분쇄하기 하여 3 에 제시된 grinder를 이용하여 KH2PO4,borax, 폐 필터를

분쇄하 으며,분쇄시간에 따른 입도변화를 particlesizeanalyzer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MgO의 경우 미국의 MartinMariettaSpecialties사에서 제조한 분말을 이용하

는데 325meshsieve로 걸러진 상태의 분말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쇄 과정은 거치

지 않았다.

(1)실험조건

(가)grinder사양 :SFM-353NK(ShinilCo.,2300rpm)

(나) 상 시료 :KH2PO4

(다)용기 장입 분말량 :50g

(라)입도 분석 장비 :PAMAS-2120(습식입도분석기)

(2)실험결과 분석 (그림 3.3.4.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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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분쇄시간에 따른 평균 입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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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2PO4분말의 평균 입자 크기는 분쇄 350μm 정도에서 분쇄시간의 증가

에 따라 평균 크기가 차 어들어 5분 정도 분쇄할 경우 평균 입자의 크기가 략

70μm 정도로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분쇄에 따른 평균 입자 크기 감소

는 1분 이내의 분쇄 시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분쇄시간이 략 3분을 증가하면

분쇄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볼 의 성능평가

인산세라믹의 원료물질을 고르게 혼합하기 한 장치인 볼 을 제작하고,볼

용기에 원료물질을 혼합한 후 볼 의 RPM에 따른 원료물질의 혼합비를 측정하 다.

(1)실험조건

(가)분말량 :표 3.3.4.1참고

표 3.3.4.1.볼 용기에 투입된 원료물질의 질량

질량 MgO KH2PO4
g 400 340

(나)RPM : (35)/ (60)/고(200)

(다)혼합시간 :5분

(라)시료 채취 지 :각 RPM당 6지 (그림 3.3.4.2참조)

그림 3.3.4.2혼합분말의 시료 채취 지

(2)실험결과 분석

그림 3.3.4.3은 볼 의 RPM 변화에 따른 혼합비를 보여주고 있다.분말 혼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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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먼 볼 용기에 산화마그네슘과 제일인산수

소칼륨을 각각 400g과 340g씩 넣고 각 RPM별로 5분간 혼합한다.혼합이 완료되면

그림과 같이 용기의 각 지 에서 1～2g정도의 시료를 채취하고 화학분석을 통해 두

분말의 질량비 (MgO/KH2PO4)를 밝힌다.이 질량비를 볼 용기에 투입된 산화마그네

슘과 제일인산수소칼륨의 분말질량비인 400/340=1.176으로 나 어 각 지 의 혼합

비를 구하 다.즉,혼합비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분말이 고르게 섞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3.3.4.3에서 보는 것처럼 볼 의 RPM 이 간 속도인 60에서 가장 분말

혼합비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RPM이 35정도로 낮아도 분말이 잘 섞이지 않고,

RPM이 200정도로 높아도 혼합비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이것은 혼합용기가 고

속으로 회 하면서 원심력으로 인해 도가 다른 두 분말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그림 3.3.4.3.RPM에 따른 분말 혼합비

다.압축강도 측정기의 개조

(1)수동식 압축강도 시험기

수동식 압축강도 시험기의 모습을 그림 3.3.4.4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듯이

기존의 압축강도 시험기는 수동으로 유압을 발생시켜 아날로그 계측기의 을 보면

서 압축강도를 측정하 다.이에 사용의 불편함과 장비의 노후화,측정값의 부정확으

로 디지털 계측기와 자동화를 함으로써 측정값의 정확성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비를 개량하게 되었다.

(2)자동 압축강도 시험기 제작

수동으로 가하던 유압을 유압펌 로 체하여 고르게 압력이 가해지도록 했고

기존의 아래에서 가해지던 압력을 에서 르는 방식으로 개량하 다.그림 3.3.4.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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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후의 압축강도 시험기의 모습이다.그림 3.3.4.6은 장치 컨트롤 박스 내부 모습이

며,컨트롤러를 통해 유압펌 의 작동을 조 하도록 제작하 다.

그림 3.3.4.4.수동식 압축강도 시험기

그림 3.3.4.5.자동 압축강도 시험기

그림 3.3.4.6.장치 컨트롤 박스 내부

랩 •. 
는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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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은 샘 의 손으로 인한 조각의 튐을 방지하고자 투명 아크릴로 박스

를 제작하 다.

그림 3.3.4.7.샘 손에 따른 튐 방지 장치

(3)PC제어장치 제작

압축 강도 측정 데이터를 얻기 해 유압센서를 부착하여 DAQ장비를 이용하

다. 그림 3.3.4.8의 디지털 유압센서는 Sensys사의 디지털 압력센서(모델명:

PTDK0500BCAA)로 500bar까지 측정이 가능하며,압력단 는 bar,데이터 출력은

10V까지 압력에 응해서 나오게 되어있다.

그림 3.3.4.8.아날로그 계측기와 디지털 유압 센서

유압센서의 데이터 출력을 얻기 해 그림 3.3.4.9의 한국내셔날인스트루먼트

사의 DAQ USB-6008데이터 수집장치를 사용했으며 10V 8개 채 의 아날로그 입

력,12비트의 해상도,10kS/s의 샘 속도를 가지고,5V 2개 채 의 아날로그 출력

을 가지고,USB타입으로 PC와 장치의 고장이 나도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 다.

따라서 제작한 로그램과 USB포트가 있는 컴퓨터라면 쉽게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

도록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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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데이터 수집을 한 DAQ장비

그림 3.3.4.10의 릴 이는 digikey사의 JQ시리즈 JQ1-5V-F모델을 사용했

으며 5V의 작동 압을 가지고 있다. 로그램에서 스 하강과 상승 스 치를 제

어하기 해 DAQ보드에 연결해서 로그램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그림 3.3.4.10.장치 제어용 릴 이 (좌: 스 하강,우: 스 상승)

그림 3.3.4.11은 실제 로그램의 구동 화면이며 메뉴와 화면을 단순화시켜 사

용의 편의를 도모하 다.사용자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하여 샘 이름으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샘 의 직경을 입력하면 각 단 별로 샘 이 받는 힘을 나타내었다.샘 은

1:2의 비를 가지는 압축강도 시험 기 에 맞추어 제작된 것을 시험하도록 로그램 되

어 있다.측정 후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안정성을 해 D드라이 로 운 체제와 분리

되어 장 되도록 했고 DATA\사용자 이름 폴더 안에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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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1.자동 압축강도 시험기 로그램 실행 화면

그림 3.3.4.12는 측정 데이터의 원본 일이며 1열은 측정 포인트 번호이며 2열

은 압축강도를 bar로 기록 한 것이다.이 데이터는 일반 인 스 드시트 로그램에

서 읽어올 수 있도록 ASCII코드의 텍스트 일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엑셀,오리진

등과 같은 로그램에서 쉽게 불러올 수 있다.

그림 3.3.4.12.측정 데이터 (2열:압력 bar)

최 압축 강도는 별도로 기록되게 하 고 시료의 직경을 기 으로 각 단 별

로 자동으로 계산되어지며 데이터의 순서는 왼쪽부터 bar,kgf/cm2,psi,MPa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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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동 압축강도 시험기 로그램 제작

이 로그램은 한국내셔날인스트루먼트(National Instruments)사의 랩뷰

(LabView)2010 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그림 3.3.4.13은 제작 화면이며 각

역별로 1번은 유압센서에서 나오는 압 신호를 직 으로 보여주며 재 압력을

숫자로 변환해서 보여 주는 것이며 2번은 1번의 데이터를 그래 로 이미지화시켜 보

여 다.3번은 데이터가 기록된 장소의 치를 나타내고 4번에서 사용자 이름과 샘

의 이름 그리고 샘 의 직경을 입력받아 5번 역에서 최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각

단 별로 계산하여 표시한다.6번의 시작 버튼과 정지 버튼을 두었으며 이 버튼은

DAQ보드와 릴 이 장치를 통해 압축강도 시험기의 스 치와 응하게 작동한다.압

축강도의 측정이 시작되면 측정 이라는 녹색 LED가 표시되며 실제 측정 이라는

것을 알려 다.

②

①

③

④

⑤

⑥

그림 3.3.4.13. 로그램 소스 -1

랩뷰 로그램은 C,BASIC등의 로그램과는 달리 소스코드를 입력하는 방

식이 아닌 순서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어있다.다 루 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에 따라 기시간을 동기화시킬 수 있으며 멀티 로세서를

지원한다.순서도와 유사한 방식이라 직 으로 로그램을 악하기 쉬우나 로그

램이 복잡해지면 변수 값의 달이 텍스트 형식의 로그램들 보다 제작하거나 디버

그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하지만 한국내셔날인스트루먼트 사의 인증을 받은 제품

으로 로그래 한다면 제품의 컨트롤이 아주 쉽게 되어있다는 장 이 있다.그림

3.3.4.14는 랩뷰로 제작한 압축강도 시험기의 체소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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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4. 로그램 소스 -2

이 로그램은 측정치의 비교분석으로 최 치를 얻어내고 그 최 치의 반이

되면 즉,샘 의 분쇄로 압력이 최 치의 반이 되거나 유압펌 의 최 허용치인 150

bar를 과 할 경우 측정이 끝나고 스가 상승하는 스 치를 작동시키도록 하 다.

유압펌 의 최 치가 150bar이기 때문에 장치의 과부하와 실린더의 유액 수 같은

고장을 방지하고자 최 압력에 제한을 걸게 되었다.

라.인산세라믹 고화체의 특성평가

(1)분석장비

인산세라믹 고화체의 압축강도 측정을 해 디지털 압축강도 측정기를 사용하

으며,고화체의 기공도와 도는 ASTM C830-00의 규정을 따라 수침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 다[3.3.4.1].고화체의 결정구조 분석을 해서 X-ray회 장치 (X-ray

Diffractometer,XRD,Rigaku,CuKα radiation)을 사용하 다.2θ의 스캔 범 는

10°～ 80°까지로 하 고,스캔 간격은 0.02°,스캔 속도는 4°/분을 사용하 다.미세

형상 분석을 해서는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EDX,

JEOL6300)을 이용하 다.고화체의 원소별 단기 침출률은 ASTM C1285-02의 규정

을 따라 PCT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3.3.4.2].

(2)압축강도 측정

고화체의 기계 물성은 고화체의 성능 평가시 요하게 다루어지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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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체가 지하처분장에 장된 후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 쉽게 부서지게 될 경우 고화

체가 지하수와 하는 총면 이 커져서 방사성 핵종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미국의 NuclearRegulatoryCommission(NRC)의 기 에 따르면,시멘트 고

화체의 압축강도는 3.45MPa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3.3.4.3].본 연구에서는 압축

강도의 측정을 해 총 10개의 시료를 만들었고 제조한 지 2주가 지난 시료에 해

측정을 하 으며,압축강도 측정결과는 그림 3.3.4.15에 나와 있다.

그림 3.3.4.15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시료는 필터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로서 압축강도가 38.1MPa이다.이 수치는 일반 인 Portland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인 20MPa의 2배 정도 큰 수치로서 인산세라믹의 기계

강도가 시멘트에 비해 월등한 것을 알 수 있다[3.3.4.4].인산세라믹에 필터를 첨가

하게 되면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압축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이것

은 필터의 첨가로 인해서 결정화 생성물인 MgKPO4의 양이 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필터를 50wt.% 첨가한 고화체의 경우 압축강도가 19.0MPa정도로 가장 작

아지지만 이 경우에도 US NRC의 기 수치는 훨씬 뛰어넘는 것은 물론 일반 인

Portland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압축강도 측정을

통해 인산세라믹으로 제조한 고화체의 기계 성질은 시멘트 고화체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3.4.15.인산세라믹 고화체의 압축강도

(3)개기공도 측정

고화체의 개기공도 도는 기계 성질과 침출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서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물성이다.그림 3.3.4.16은 수침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인산

세라믹 고화체의 개기공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래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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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필터를 포함하지 않은 인산세라믹 시료의 경우 개기공도가 17.9vol.% 로서

가장 작은 기공도를 보인다.반면 필터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화체의 개기공도는 체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이것은 앞 에서 필터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압축

강도가 낮아지는 상에 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화체의 체 인 기공도는 25～

37vol.% 범 에 분포하고 있다.이것은 일반 인 시멘트 페이스트의 기공도와 유사한

값이다[3.3.4.5].

(4) 도 측정

그림 3.3.4.17는 수침법으로 시료의 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필터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도가 2.38g/cc의 값으로서 가장 작은 값

을 나타내고 있으며,이것은 일반 인 Portland시멘트의 도인 1.5g/cc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값이며,고화체 처분 에서 볼 때 불리한 이라 할 수 있다.필터를 첨

가하여 고화체 시료를 제작할 때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가 체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것은 필터를 구성하는 물질의 도가 인산세라믹의 원료

물질의 도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필터의 첨가량이 50wt.% 일 때

시료의 도는 2.6～ 3g/cc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4.16.고화체의 개기공도 그림 3.3.4.17.고화체의 도

(5)결정구조 측정

그림 3.3.4.18은 필터를 첨가하지 않은 인산세라믹 시료를 분쇄하여 분말화한

뒤 X-ray회 패턴을 은 결과이다.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산화마그네슘과 KH2PO4

가 반응하여 만들어진 MgKPO4·6H2O 생성물에 한 XRD peak가 여러 군데에서 뚜

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MgO의 peak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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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MgO가 인산세라믹 내부에 많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3.4.19은 (a)세슘을 포집한 flyash필터,(b)산화분 기에서 늄을 포집한

Ca필터,그리고 (c)환원분 기에서 늄을 포집한 Ca필터를 첨가하여 만든 인산세

라믹에 한 XRD회 패턴이다.XRD패턴은 필터가 인산세라믹에 첨가된다고 해도

핵종을 포함한 새로운 인산결합 구조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보여 다.즉,인

산세라믹 고화체에서 주된 결정물은 MgKPO4·6H2O 이다.인산세라믹의 경우 경화반

응이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 분 이내이기 때문에 필터와 인산세라믹의 원료

물질이 반응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단되며, 한 배기체가 포집될

때 필터와 화학 으로 반응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합

물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이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 두 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바이다.첫째,반응시간을 충분히 다.KH2PO4와 필터 내의 핵

종이 반응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두 물질을 혼합한 후 수 시간 내지

수십 시간을 기다린다.둘째,열처리를 한다.일반 으로 화학반응은 열처리시 활발해

지므로 필터 내의 핵종이 휘발하지 않는 500℃내의 열처리를 하여 KH2PO4와 핵종의

반응을 진시킨다.

그림 3.3.4.18.인산세라믹 분말시료의 XRD패턴

그림 3.3.4.19.인산세라믹 고화체의 XRD패턴:(a)세슘을 포집한 flyash

필터,(b)산화분 기에서 늄을 포집한 Ca필터,(c)환원분 기에서 늄을

포집한 Ca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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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세형상 측정

그림 3.3.4.20은 인산세라믹 고화체의 미세형상을 주사 자 미경 (SEM)을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그림 3.3.4.20a는 필터를 포함하지 않은 인산세라믹 시료의

미세형상 사진으로 크기 10μm 이내,막 형상의 결정물이 촘촘히 박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이것은 MgKPO4 결정물을 나타낸다. 한 반응하지 않고 남은 원형의

MgO입자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3.4.20b과 3.3.4.20c는 각각 세슘과 늄을 포집한

필터를 포함한 인산세라믹 고화체의 SEM 촬 사진이다.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결정

화 생성물 주변으로 필터 물질이 분포되어 있으며,물질들이 서로 엉겨 붙어 있는 형

상도 찰할 수 있다.

그림 3.3.4.20.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미세형상:(a)필터를 첨가하지 않은

인산세라믹,(b)세슘 흡착 flyash필터를 첨가한 인산세라믹,(c)산화분 기에서

포집한 늄을 흡착한 Ca필터를 첨가한 인산세라믹

(7)단기 침출시험

방사성폐기물 고화체의 핵종 침출률은 폐기물 처분장에 인수되기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이다.본 에서는 제조된 인산세라믹 고화체에 해 7일간의 단

기 침출시험 (PCT)을 통해 침출률을 측정하 다.실험은 ASTM C1285-02에 근거하

여 실시하 고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첫째,시료를 분말화하여 100-200

mesh체로 거른다.둘째,증류수와 에탄올을 사용하여 3회씩 분말을 세척하여 이물질

을 제거하고 105℃의 온도에서 12시간 동안 건조시킨다.셋째,시료와 증류수를 1:10

의 비율로 섞어서 규정된 용기(스텐 스 스틸 는 폴리 로필 )에 넣고 90℃의 오

에서 7일간 침출한다.넷째,침출된 용액을 여과한 뒤 여액을 ICP-AES (혹은

ICP-MS)법으로 분석한다.다섯째,침출률 계산 공식에 따라 핵종별 침출률을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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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CT시험에서 핵종의 침출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LRi=Ci/[Fi·(SA/V)]

여기서 LRi은 특정 원소의 침출률로서 단 는 g/m
2
이고,Ci는 침출용액 속

에서 검출된 핵종의 농도로서 단 는 g/L이며,Fi는 시료에 포함된 핵종의 질량비로서

단 는 없으며,SA/V는 시료의 단 부피당 표면 으로서 인산세라믹의 경우 2정도의

값을 가지며 단 는 m
2
/L이다.

그림 3.3.4.21와 표 3.3.4.2～4는 모의 사용후 필터를 포함한 인산세라믹 고화체

를 상으로 PCT침출시험을 실시한 후 침출률을 나타낸 데이터이다.세슘 필터를

상으로 침출시험을 했을 때 Cs의 침출률은 0.823g/m
2
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유리고

화체 제작에 사용되는 기 유리인 EA glass의 핵종별 침출률이 2～8g/m
2
정도의

범 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양호한 침출률인 것을 알 수 있다[3.3.4.6].이것은 세슘

이 flyash에 포집되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수화학 으로 안정한 pollucite화합물

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한 세슘을 흡착한 필터를 인산세라믹을 이용해 고화체를 만

들 경우 세슘의 침출률은 10
-2
g/m

2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것은

인산세라믹이 물리 방벽의 역할을 해서 세슘과 물의 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늄 포집 필터의 경우 산화분 기에서 늄을 포집했을 때 7.939g/m
2
,환원

분 기에서 늄을 포집했을 때 1.239g/m
2
정도로 세슘 포집의 경우에 비해 침출률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것은 늄이 Ca필터에 포집되면서 생성된 화합

물은 폴루사이트에 비해 수화학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환원분

기에서 늄을 포집한 필터의 늄 침출률이 떨어지는 것은 포집분 기에 따라 생성

된 늄 화합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침출률 역시 달라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늄

의 경우 인산세라믹으로 고화체를 만들어도 늄 침출률이 낮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이것은 인산세라믹이 칼슘 필터와 양립성이 좋지 않아서 늄에 한 물리

방벽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된다.

표 3.3.4.5는 인산세라믹의 단기 침출률을 다른 고화체의 단기 침출률과 비교한

자료이다.세슘의 침출률만 고려하면 인산세라믹의 침출률은 다른 유리고화체나 세라

믹고화체와 비슷한 침출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즉,인산세라믹은 세슘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의 고화매질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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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1.모의 사용후 필터((a)세슘 흡착 필터,(b)산화분 기에서

늄 흡착한 필터,(c)환원분 기에서 늄 흡착한 필터)를 함유한 인산

세라믹 고화체의 핵종별 침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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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2.세슘 흡착 필터를 포함한 고화체의 침출률 (g/m
2
·day)

Element Cs-filter Cs-filter30wt.% Cs-filter40wt.% Cs-filter50wt.%

Cs 0.823 0.030 0.036 0.059
Mg 2.31☓10-4 2.02☓10-4 0
P 1.493 1.604 2.823
Si 0.166 0.035 0.037 0.035
Al 0.016 0.015 0.010 0.007

표 3.3.4.3. 늄 흡착 필터(산화분 기)를 포함한 고화체의 침출률 (g/m
2
·day)

Element Re-filter(I) Re-filter(I)30wt.% Re-filter(I)  40wt.% Re-filter(I)  50wt.%

Re 7.939 6.262 6.594 6.387
Mg 2.07×10-4 2.48×10-4 2.98×10-4

P 1.525 1.556 1.445
Si 0.037 0.080 0.069 0.047
Ca 0.561 0.001 9.45×10

-4
9.52×10

-4

표 3.3.4.4. 늄 흡착 필터(환원분 기)를 포함한 고화체의 침출률 (g/m
2
·day)

Element Re-filter(II) Re-filter(II)30wt.% Re-filter(II)  40wt.% Re-filter(II)  50wt.%

Re 1.239 3.743 1.482 1.600
Mg 2.11×10

-4
2.39×10

-4
2.87×10

-4

P 1.546 1.369 1.062
Si 0.005 0.063 0.036 0.040
Ca 0.106 0.001 0.001 3.33×10

-4

표 3.3.4.5.인산세라믹 고화체와 다른 고화체와의 침출률 비교

Element Cs-filter ANLGlassa PNL유리b
KAERI

Glassc

KHNP

Glassd

Phosphate

ceramics
Cs 0.823 0.063 0.091 0.019 3.27×10

-5
0.042

Si 0.166 0.082 0.399 0.126 0.31 0.035
Li - 0.462 1.344 0.664 0.67 -
P - - - - - 1.973

a:미국 ANL에서 LiCl-KCl공융염을 제올라이트,유리매질을 사용하여 세라믹고화체

로 제조

b:미국 PNL에서 비교 평가용으로 제조한 유리고화체

c: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LiCl염을 SAP유리매질을 이용해서 만든 고화체

d:한수원 앙연구원에서 Cs-filter를 70wt.% loading하여 만든 유리고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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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연구개발 목표

(1)폐 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2)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 설계

(3)배기체 폐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2.주요 연구결과

가.폐 피복 처리 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 고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시간에 따른 폐 피복 의 산화층 두께와 산화속도는 선형 으로 증가하 으나,

온도에 따른 산화층 두께와 산화속도는 지수 함수 으로 증가하 음.

-사용후핵연료 피복 내면의 핵분열생성물 침투층 깊이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표면에 들러붙은 핵분열 생성물은 산화탈피복에 의해 부분 제거됨.

○ 폐 피복 최 처리 방안 수립

-다양한 폐기물 처리 방법의 특징과 장,단 을 분석한 결과,폐기물 양을 획기

으로 이기 해 Zr을 선택 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염소화법과 해정련법을 최

처리방안으로 선정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제작

-염소화 장치의 경우,가열기 내부에 삽입되는 석 재질의 튜 간에 석 필

터를 넣어 피복 이 지지됨과 동시에 상부에서 하부로 주입된 염소기체와 염소

화 반응에 의해 기화된 ZrCl4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하 음.

- 해정련 장치의 경우,처리하는 피복 의 양을 기 으로 양극 바스켓의 크기를

정한 뒤,음극,기 극,교반기,열 를 주변에 배치하 으며,음극과 양극

사이의 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반응기를 설계하 음.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Zircaloy-4에 한 염소화 실험 결과,99% 이상의 순도로 Zr을 회수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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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500도에서 산화된 피복 의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없이 염소화 공정을

통해 ZrCl4의 회수를 성공 으로 수행함.

-LiCl-KCl-ZrCl4의 용융염에서 해정련 시,Zrrod를 양극으로 이용하 을 때

Zr의 환원은 Ag/AgCl을 기 으로 -1.15V에서 산화는 -0.78V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순도 99% 이상의 Zr 착물을 얻음.

나.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수립 장치 설계

○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구조재 폐기물은 노내에서 방사화되어 생성된 핵종 Co-60,Ni-59,Ni-63,

Nb-94등은 처분농도 기 치를 과함.

○ 구조재 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수립

-핫셀 내에서의 처리를 고려하여 공정의 단순성,원격성,유지보수 가능성,핵확

산 항성 등을 고려하여 상용화된 기술 압축처리를 후보기술로 선정하 음.

-골격체 체를 일시에 압축시키는 방법(작용압력이 커짐과 동시에 작업 면 이

증 함)보다는 지지격자를 심으로 측면방향으로 단된 부품을 압축시키는 것

이 좋을 것으로 단됨.

○ 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 자료 생산

-구조재 폐기물의 이론 압축비는 14:1이며,이론 도의 80% 까지 압축 할 경우

압축비는 11이 됨.

-지지격자는 평면압축의 경우 최 감용율이 83%,측면압축율이 90%로서 측면

압축이 평면압축보다 유리한 것으로 단됨.

○ 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장치 설계

-핫셀의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구조재 체를 압축하는 것보다는 단/ 단 공정

을 도입하여 당한 크기로 자른 후에 압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됨.

-최 압축력은 500톤,최 행정은 500mm,최 행정속도는 분당 300mm를

설계기 으로 설정함.

다.배기체 폐필터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 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공정에서 배기체로 발생하는 Cs-137,Tc-99,I-129등의

핵종들을 세라믹 필터로 포집하며,사용후 폐 필터는 처분장 기 을 만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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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달성도

(%)

폐 피복

처리방안 수립

핵심기술개발

•고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가.-ORIGEN-S 드  하여 연 도 (35,40,52,55

GWd/tU)에  폐 피복  사  핵 ,

사능, 열  냉각 간에  사능 변  

하 .

나.-ASTM E2402:05규격에 라 450∼700℃ 에

 BOX ,TGA  EPMA  하여 Zircaloy-4

피복  산 층 께  산  도  하 .

다.-산 에   산 거동 특   개

100

못해 고 폐기물로 분류될 것으로 상함.

-폐 필터의 휘발 실험 결과 Cs은 900℃,Re은 700℃,I은 200℃부근에서 휘발

가능성 있음.

○ 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리방안 수립

-유리고화체와 Synroc공정은 핵종의 휘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하지 않고,유

리세라믹은 flyash필터에 용가능하나 Ca,AgX필터에는 용 불가능함.

-인산세라믹 공정은 핵종의 휘발 염려가 없고 기계·수화학 물성이 우수한 것으

로 알려진 공정으로서 공정의 단순성,내침출성 등을 고려하여 인산세라믹을 최

처리방안으로 선정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 제작

-고화체의 균질성을 향상시키고자 분말 100g을 처리할 수 있는 grinder를 제작

하 으며,혼합을 해 최 RPM 500의 속도로 회 하는 볼 을 제작함.

-압축강도 자동 측정을 해 DAQ보드와 LabView 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강

도 측정기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자동화함.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자료생산

-Grinder의 분쇄에 따른 입자 크기 감소는 1분 이내에서 두드러졌으며,볼 의

RPM이 간 정도(60)일 때 분말의 혼합률이 가장 우수하 음.

-인산세라믹 고화체의 단기 침출시험 결과,flyash폐 필터를 loading한 고화체

의 경우 Cs의 침출률은 10
-2
g/m

2
·day정도의 양호한 값을 나타냄.

이상과 같은 각 세부 연구 목표별 주요 연구 개발 실 은 다음 표와 같으며,계획

비 연구 목표를 100%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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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라.-연 도 27,37,58GWd/tU  실  사 후핵연료 

피복  하여 산 층,F.P.침   측

하 .

•폐 피복 최 처리 방안 수립

마.-문헌  하여 폐 피복  처리  -단  

하고, 문가  견  하여 Zr  

한 해   염   도 하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제작

.-폐 피복  고 도 Zr  하  해 

10 g/batch 량  염  처리 치   브

 하여 하 .

사.- 해  치  경우, 처리하는 피복  양  

 양극  크  한 , 극, 

극, , 열  주변에 치하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아. - 해   염  실험 결과, 99 % 상  도

 Zr  할  었 , 500도에  산  

피복  경우에도 별도  처리 없  염  공

 통해 ZrCl4   공  행함. 

구조재 폐기물

처리 방안 수립

장치개발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문헌과  사  통해 재 폐 물 별 

재질(SS304,Inconel,Zircaloy-4,Zirlo) ,

생량,열  계  특   하 .

차.-ORIGEN-S  55GWd/tU연 도 재  

사  특  계산하 ,재질별 사 원  

사능  열  하 .

카.-  사량에  핵 , 사능  열 

하 .

타.-재질별 냉각 간에  사능 변   

폐 물  는  는 냉각시간  계산하

.(Ni-63:8×105 )

•구조재 폐기물 처리 방안 검토 수립

.-문헌  통해 재 폐 물 처리  하

, 문가 견  하고,핫  특  고

, 재 재질별 단 후 압  도 하 .

•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 자료 생산

하. - 재 폐 물   압 비는 14:1 , 

도  80 % 지 압  할 경우 압 비는 11  .

거. - 지지격 는 평 압  경우  감  83%, 

측 압  90%  측 압  평 압 보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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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것  단 .

•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장치 설계

. -핫  업 공간  고 하여 재 체  압

하는 것보다는 단/ 단 공  도 하여 당한 

크   후에 압 하는 것  타당할 것  

단 .

. -  압  500 ,  행  500 mm, 

 행 도는 당 300 mm  계  

함. 

배기체 폐 필터

처리 방안 수립

핵심기술 개발

•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

러.-ORIGEN-S 하여 폐 필 에 포집  핵 별 

사능  열  하 .

.-XRD  하여 폐 필  내에 포집  핵  

합물  하 .

.-ASTM E2402:05규격에 라 1200℃에  TGA  

하여 폐 필  내에 포집  핵   특

시험  행하 ,폐 필  열  안  

하 .

.-GlassForm 드  하여  리   계

산과 각 에  리고 체  물 특 과 

7-dayPCT침  실험  통하여 리고 체  침

 안  하 .

어.-열처리에 한 Ca/AgX폐 필  glass-ceramic

고  가능  하 .

•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리 방안 수립

.-문헌  통한 폐 필  처리    문가 

견  하여 리고  라믹 고   도

하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 제작

처.- 라믹 고  한 원료물질 합  균질  향상

 해 grinder  하 .

커. -원료물질  폐 필 간  산-염   해 볼

 하 .

. -고 체  압 강도 측  한 압 시험  

하 .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성능시험 자료생산

.-Grinder  능평가  해 시간에  크

 측 하 ,1  내 쇄가 루어 .

허.-RPM에  합  측 하 ,60rpm  

 합  가  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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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에서 지난 2년간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한 연구개발 경험 결과가 기술

으로 련분야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 처리 공정폐기물의 방사화/방사능 특성을 평가하고,특히 사용후핵연료 폐 피

복 의 EPMA분석을 통해서 연소도에 따른 산화층,핵분열 생성물의 침투층

폐 피복 내면에 고착되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 층 두께를 측정하여 폐 피복

특성 기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처리 공정폐기물의 결정 폐기물 처리

방안 선정 폐기물 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 음.

○ 국내외 폐기물 처리 기술의 장단 을 분석하 으며,고방사성 폐기물의 취 을

하여 공정의 단순성,원격성,유지보수 가능성,핵확산 항성 최종 폐기물

의 감용을 고려하여 후보기술을 선정함으로서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폐

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제작 등에

기여하 음.

○ 실험실 규모의 처리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 으며,후보기술

별 기 실험을 수행하고,공정의 기 자료 생산(Zirclaoy-4로부터 99% 순도의 Zr

을 회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서 이로 공정의 타당성 부여에 기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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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제 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체계 구축

본 과제는 이로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기 실

험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제로서 2010년부터 시작한 과제로서 다음과 같

은 주요 연구를 수행하 다.

○ 처리 공정폐기물 감용 기술개발(종합 으로 추가 기술)

- 처리 공정폐기물의 재료 특성 방사능 특성을 분석하여 폐기물 처리 기

술 선정 공정의 기 자료로 활용하 음

-폐기물 처리기술의 장단 을 분석하 으며,고방사성 폐기물의 취 을 하여

공정의 단순성,원격성,유지보수 가능성,핵확산 항성 최종 폐기물의 감

용을 고려하여 최 의 후보기술을 선정하 음.

-후보기술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실험실 규모의 처리장치를 제작하여 성능 시

험을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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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항목

세부과제 간

연계

타분야 연계

활용 세부과제 타분야

활용 연계 내용생산

과제

활용

과제

연계

타과제명

활용

시

폐 피복

처리방안 수

립 핵심

기술 개발

세부 2
세부 1

세부 3

사용후핵

연료 리

사용후

핵연료

장용기

개발

핵연료 주

기 시스템

분석

2011년

말

-폐 피복 의 산화층 두께,핵종의 침

투 두께 표면 고착층 두께 등 “고

연소도 폐 피복 핵종 특성 분석”

자료는 폐 피복 의 폐기물 분

류, 처리에서의 산화 탈피복 공정

조건 확립,폐기물 운반/ 장 용기

설계 등에 필요한 기 자료임.

-“폐 피복 최 처리 방안 수립”자

료는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

책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제

작 등에 활용

-“실험실 규모 처리 장치 제작 성

능시험”자료는 이로 폐기물 발생

제 2 연구개발 결과 활용실 계획

1.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성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연구 결과물에 따른 활용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 결과물 활용성

○ 처리 공정폐기물의 특성

분석

○ 처리 공정 폐기물 처리방안

○ Zr회수율 등 실험실 규모

검증 자료

○ 폐 피복 내 Zr회수

-폐기물의 분류,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운반 장용기 설계 등에 활용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제작 등에 활용

-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이로 연구개발의 타당성 수립 자료

공학규모 처리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

-U-TRU-Zr핵연료,Zr-basedwasteform에 활용

2.연구개발 항목별 타과제 연계 활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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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이로

연구개발의 타당성 수립 공학규모

처리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

구조재 폐기

물 처리방안

수립 장

치 설계

세부 2
세부 1

세부 3

사용후핵

연료 리

사용후

핵연료

장용기

개발

핵연료 주

기 시스템

분석

2009년

말

-“구조재 폐기물 방사화 특성 평가”

자료는 구조재 폐기물의 폐기물

분류,사용후핵연료 해체/인출 공정

방향 설정,폐기물 운반/ 장 용기

설계 등에 필요한 기 자료임.

-“폐 피복 처 처리 방안 수립”자

료는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

책 실험실 규모 처리장치 설계/제

작 등에 활용

-“구조재 폐기물 처리 기 실험

특성”자료는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이로 연구

개발의 타당성 수립 공학규모 처

리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

-“실험실 규모 구조재 폐기물 처리 장

치 설계”자료는 구조재 폐기물 처리

장치 제작,폐기물 운반/ 장 용기

설계,공학규모 이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계/건설 등에 필요한 기 자

료임.

배기체 폐

필터 처리방

안 수립

핵심기술 개

발

세부 2
세부 1

세부 3

사용후핵

연료 리

사용후

핵연료

장용기

개발

핵연료 주

기 시스템

분석

2010년

말

-“폐 필터 특성 방사능 평가”자료

는 폐 필터의 폐기물 결정,휘

발성 핵종 포집 공정 확립,폐기물

운반/ 장 용기 설계 등에 필요한 기

자료임.

-“폐 필터 처리 방안 검토 최 처

리 방안 수립”자료는 폐기물 처리

기술 선정, 이로 폐기물 발생량 추

정,폐기물 리 정책 실험실 규

모 처리장치 설계/제작 등에 활용

-“실험실 규모 처리 장치 제작 성

능시험”자료는 이로 폐기물 발생

량 추정,폐기물 리 정책, 이로

연구개발의 타당성 수립 공학규모

처리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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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ManagementofCladding Hulls and FuelHardware,IAEA TECDOC-258

(1985).

○ MeltProcessingofRadioactiveWaste:aTechnicalOverview,SAND-97-0811C

(1997).

○ SCALE System ModuletoCalculateFuelDepletion,ActinideTransmutation,

FissionProductBuildupandDecay,andAssociatedRadiationSourceTerms,

ORNL/TM-2005/39(2005).

○ ManagementofReprocessedUranium,IAEA-TECDOC-1529(2007).

○ Developing MultinationalRadioactive Waste Repositories :Infrastrurctural

FrameworkandScenariosofCooperation,IAEA-TECDOC-1413(2004).

○ NuclearReactor Materials and Applications,Norstrand Reinhold Company

(1983).

○ Decontaminationofmetalsbymeltrefining/slagginganannotatedbibliograph,

WINCO-1138(1993).

○ RadioactiveWasteFormsfortheFuture,North-Holland(1998).

○ AnIntroductiontoNuclearWasteImmobilisation,Elsevier(2005).

○ ChemicallyBondedPhosphateCeramics,Elsevier(2004).

○ New InstrumentalMethodsinElectrochemistry,New York(1954).

○ Zirconium behaviorinmoltenLiCl-KCleutectic,J.ofElectrochem.Soc.(2004).

○ MicrostructuralanalysisandXPS investigationofnodularoxidesformedon

Zircaloy-4,J.ofNuclearMaterials(2011).

○ Review ofPotentialCandidateStabilizationTechnologiesforLiquidandSolid

SecondaryWasteStreams,PNNL-19122(2010).

○ TreatmentofGaseous Effluents atNuclearFacilities,Harwood Academic

Publishers(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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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amicrete Stabilization of Low-LevelMixed wastes,ANL/ET/CP-92843

(1997).

○ StandardTestMethodsforApparentPorosity,LiquidAbsorption,Apparent

SpecificGravity,andBulkDensityofRefractoryShapesbyVacuum Pressure,

ASTM C830-00(2011).

○ Standard TestMethods for Determining ChemicalDurability ofNuclear,

Hazardous,andMixedWasteGlassesandMultiphaseGlassCeramics:The

ProductConsistencyTest(PCT),ASTM C1285-02(2008).

○ TechnicalPositiononWasteForm,USNRC(1991).

○ Vitrification and Testing ofaHanford High-LevelWasteSample.Part2:

PhaseIdentification and WasteForm Leachability,J.ofNuclearMaterials

(2005).

○ E.M.Pierceetal.,“Review ofPotentialCandidateStabilizationTechnologies

forLiquidandSolidSecondaryWasteStreams",PNNL-19122,(2010).

○ W.Goossens,G.Eichholz,andD.Tedder,“TreatmentofGaseousEffluentsat

NuclearFacilities",HarwoodAcademicPublishers,pp.140-142(1991).

○ H.Kojima,K.Kurakata,WM'02Conference,Feb.24-28,2002,Tucson,AZ

○ YasuikeY,IwasaS,SuzukiK,KobayashiH,AmanoO,SatoN (2003)In:

ASME20039thInternationalConferenceonradioactivewastemanagementand

environmentalremediation.ICEM,Oxford.

○ G.D.DelCuletal.,2005ANSAnnualMeeting,Jun.8,2005,SanDiego,CA

○ FCR&D-USED2010-000051(US),JAEA-Research-2010-015(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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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명 취득일자 재 치 리자 NTIS번호

Potentiostat/Galvan

ostat and power

booster

2010.08 새빛연료동 강권호
해당없음

(3천만원 이하)

볼 2011.09 듀픽동 105-1호 양재환
해당없음

(3천만원 이하)

1800℃ 고온가열로 2011.12 듀픽동 207호 강권호
NTIS-2011-12-

152114

학 미경 2011.12 듀픽동 105-1호 강권호
해당없음

(3천만원 이하)

제 7장 연구시설⋅장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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