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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ceptual design study for a pyroprocesing facility, has been carried out in this study, which

is available for the recovery of uranium and transuranic elemental group(TRU), that is, reusable as

a nuclear fuel especially in a next generation-type reactor. The scale of this facility has been chosen

as 20 kg HM/batch, comparatively small engineering size in order to collect scale-up data for the

design of a commercial facility as well as to get operational experience. The spent fuel to be

handled in this process is as follows : 3.5 % enriched uranium fuel, 35,000MWd/tU and 5-year

cooled. The major items considered in the conceptual study are a building lay-out including various

hot cells, safety management of the process operation in conjunction with material balance control,

radiation safety, inert atmosphere control in shielded hot cells, and criticality control of uranium

and TRU products.

Key words : Pyroprocessing of spent fuels, Nuclear fuel cycle based on dry process, Conceptual

design study of pyroprocessing facil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연료 물질(예: 차세대형 원자로의 연료)로 재사

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군(TRU)을 분리, 회수하기 위한 파이로 처리공정

(pyroprocess) 시설의 개념설계연구를 수행하 다. 이 시설의 목적은 공학적 실증시험을 통하여

상용 규모의 확대(scale-up)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



I. 서 론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 처리공정은 일반 화학공정

과 비교할 때 그 양상이 크게 다르다. 첫째, 파이로 처

리공정은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공정이기 때문에 작

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

물질을 차폐 공간 내에서 취급함으로써 방사선을 차

단시켜야 한다. 둘째, 핵임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핵물질 재고량을 일정한 한계치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파이로 처리공정은 알곤 분위기

와 같은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조업함으로써 제품으

로 얻어지는 우라늄과 초우라늄(TRU) 금속의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게다가 차폐공간 내부에 대부분의

공정장치와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운전은 원격조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

한 제반 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파이로 처리

공정 시설을 설계, 건설하고 운전하여야 하므로 일반

화학공장보다는 훨씬 까다롭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

지 수행해온 파이로 처리공정의 개념 정립〔1〕을 기본

으로 공학적 규모 실증시험시설의 개념설계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예비개념설계는 파이로 처리공정을

구성하는 여러 단위공정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차폐셀

내에 배치하고 차폐셀을 포함한 전체 건물 구조를 논

리적으로구상하여보았다. 또 공정별운전방법, 방사

선 안전관리, 공정장치류의 유지보수, 알곤가스(Ar)

셀의 분위기 조절 그리고 핵물질 계량관리 방법 등을

제시하 으며 장차 기본설계 수행 시 그 기초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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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은 비교적 작은 공학적 규모인 20 kg HM/batch 로 설정하 다. 처리 대상 핵연료로는 경수

로의 전형적인 핵연료 형태인 3.5 % 농축우라늄, 35,000 MWd/tU 그리고 5년 냉각시킨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선택하 다. 본 개념설계연구에서 고려한 주요 항목은 차폐셀을 포함한 파이로

처리공정 시설의 배치, 공정 운전에 대비한 시설 안전 관리, 방사선 안전, 차폐셀 내 불활성 분위

기 관리, 연료 물질의 계량 관리, TRU 제품의 핵임계 관리 등이다.

중심단어 : 사용후핵연료 파이로 처리공정, 건식처리법 핵연료주기, 파이로 처리공정의 개념

Fig. 1. A Flow sheet for Pyroprocessing of PWR spent fuel.



분위기 하에서 UO2를 U3O8로 산화시켜 분말화하는

과 정 , 소 위 voloxidation 공 정 을 거 친 다 .

Voloxidation 과정에서 얻어진 산화물 분말을 출발

물질로 하여 용융염 매질 내에서 산화물 전해환원공

정, 우라늄 전해정련공정, TRU 전해제련공정 등을

거치는데 모두 수용액의 사용을 일체 배제하고 공기

또는 알곤가스 분위기의 차폐공간 내에서 건식법에

의해서만 이 일련의 공정을 처리한다(Fig.2 참조). 

III. 파이로 처리공정 시설

가. 개 요
일반적으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방사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폐공간 내에서 취급하여

야 한다. 게다가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악틴족

동위원소들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차폐 이외

에도 폐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악틴족

원소들을 α- γ형 차폐셀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므로

취급 대상 물질에 부합하는 차폐셀을 마련하여야 한

다. α- γ형 차폐셀도 두 가지 종류의 분위기가 필요

하다. 즉, 공기 분위기 셀과 불활성인 알곤 분위기 셀

이다.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이 산화물인 경우에는 전

활용할수있도록요약, 정리하 다. 

II. 파이로 처리공정의 단위공정

경수로에서 사용하고 난 핵연료를 일정 기간 물 속

에 저장하여 그 방사능 및 발열량이 어느 정도 줄어

든 후, 처리시설로 운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1에

보는 파이로 처리공정을 적절한 처리 공정으로 간주

하고 그 개념을 정립하 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규모

는 20 kg- HM/batch로 설정하 으며 이는 실험실 규

모보다는 크고 상용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장차 상용

규모로 확대(scale-up)시키기 위한 기술 자료를 확보

하는 데에 적합한 공학적 규모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취급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해체와 연료봉 절단에 있어 한

국원자력연구원의 조사재 시험 시설 등 기존 시설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빠디락(padirac) 수송용기를 사

용하여 절단 핵연료봉을 전처리셀로 인수하는 것으

로 가정하 다. 즉, 처리 공정의 시작은 절단 연료봉

의 슬리팅(slitting)과 피복관과 핵연료 펠렛의 분리,

피복관 제거 등 일련의 기계적 처리 과정이다. 피복

관을 제거한 연료 물질은 고온(500 ℃ 이상)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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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ownstream of Main Unit Processes for the Pyroprocessing



자의 셀도 무방하지만 금속형 물질이면 후자의 셀 내

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금속형 물질은 공

기 중의 산소에 의하여 쉽게 산화물로 변형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파이로 처리공정에서는 전해환원을 비롯하여 그 이

후의 공정은 알곤 분위기의 차폐셀이 필요하다.  

파이로 처리공정 건물은 지상2층, 지하1층으로 구

성하되 그 규모를 길이 35 m, 폭 21 m, 높이 20 m(층

간 콘크리트 두께 포함)로 구상하 다(Fig.3-a,b,c 참

조). 이 건물에는 일반 실험실 및 방사성 물질 취급

실험실을 비롯하여 각종 차폐셀을 배치하며 제반 유

틸리티 설비를 갖추도록 하 다. 건물의 총연면적을

1830 m2로 하고 1층에는 사용후핵연료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배치하고 차폐셀 작업자는 출입 관리

통제실을 거쳐 차폐셀 작업구역으로 들어가도록 구

상하 으며 화학분석실과 일반 실험실도 동일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고려하 다. 차폐셀 전면 벽에

는 MS(Master Slave) 조종기와 납유리 차폐창을 설치

하고 운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시 운전구역

(operating gallery)을 준비한다. 차폐셀의 두께는 아

래의 3.2.1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설정하 다.

건물의 층높이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설

정하 다. 지하 1층의 바닥과 층간 두께 및 지상 2층

의 천정은 일반콘크리트 1.5 m로 한다. 그리고 지상1

층의 높이는 전해조의 높이가 지배하는데 전해조 윗

부분의 전극 구동축을 교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

여야 하므로 전해조 본체 높이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4.5 m의 높이로 설정하 다. 지상 2층은 제어실, 배

전실의 제어판 높이 2.5 m, 배선통로(cable trench)

의 높이 0.5 m, 상부 여유공간 1.5 m를 고려하여 역

시 4.5 m로 구상하 다. 지하1층은 각종 장치, 기기

및 용기의 높이와 운반차대의 높이가 지배적이므로

이를 4 m, 기타 여유공간을 2 m로 하여 합계 6 m를

고려하 다.

나. Hot cell 설계 개념
①① 방사선 차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파이로 처리공정에서는

α- γ형 공기 분위기의 차폐셀과 α- γ형 불활성가

스 분위기의 차폐셀이 필요하다. 차폐셀 설계에 관해

국내 원자력법에 제시된 설계기준은 1 mSv/week[2]

이며 주당 작업 시간을 40시간으로 환산할 때 0.025

mSv/h 이나 본 연구에서는 안전 여유도를 좀 더 높

이기 위하여 상시 운전 구역에서는 선량 기준을 0.01

mSv/h를 설계 기준으로 삼고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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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yout of the Pyroprocessing Facility



④④ 후문(rear door)
후문은 차폐셀 내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설

치되며 철저한 기 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 건조

되어야 한다. 또 작업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차폐

셀 내부의 방사선 준위가 작업시간 동안 1 mSv 이상

일 경우에는 문이 절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자동차

단(interlock) 시스템이 필요하다.

⑤⑤ 셀간 통문
셀간 통문은 공기 분위기 차폐셀과 불활성 분위

기 차폐셀 사이에 필요한 물질 이송을 위하여 설치

되는데 sliding type의 이중문으로서 원격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이중문 사이에는 불활성 챔

버가 설치되어 불활성 셀로의 이동 시 공기의 혼입

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기체 purging 시스템이

필요하다.

⑥⑥ 구조 설계 및 내진 해석
본 파이로 처리공정 건물은 내진 범주 1등급에 속

하는 구조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에 이미 건설되어 있는 조사재 시험시설의 기존 설계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4]. 또 내진 해석

은 미국 NRC 규제기준인 10CFR100의 규제 지침과

일치하도록 내진 해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일시 출입 구역에서는 0.15 mSv/h를 설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종합공정 실

증 시설 개념설계[3]에서 20 kg-HM/batch 처리 용량

에 대한 차폐 계산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단일 차폐

체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①steel 40 cm

②중콘크리트 80 cm ③일반 콘크리트 110 cm.

②② 납유리창
납유리창은 작업자가 차폐셀 내부를 관찰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방사선

차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폐창은 여러 가지 도를

갖는 몇 개의 유리판이 겹겹으로 되어 있고 철이나

주철틀(cast iron housing) 속에 고정되어 있다. 한편

이의 설치 또한 중요하다. 차폐창에는 hot side(차폐

셀 내부 쪽)와 cold side(차폐셀 외부 쪽)가 있어 그

각각에 덮유리(cover glass)를 설치하고 차폐창틀, 유

리, 덮유리, 및 hot cell liner와의 연결 부위는 기 성

유지를 위하여 이중 봉이 필요하며 그 틀까지도 차

폐셀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내진 1등급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③ 원격조작 장비
차폐셀 내부 공정의 운전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하

기 위하여 원격조작 장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원격조작 장비로는 MSM(Master

Slave Manipulator), 셀내부 크레인(in-cell crane) 그

리고 로봇 등이 있다. 이 가운데 MSM과 셀내부 크레

인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로봇식

매니퓰레이터도 개발되어 원격조작에 적용하고 있다

(Fig.4 참조). MSM은 master와 slave를 연결하는

shaft 경계에 이중 봉 구조(주로 oil lubricated lip

seals)를 가지며 봉을 요하는 부분의 packing은 기

성과 내구성이 좋은 4중 니트릴고무(quadruple

nitrile rubber)가 주재료로 사용된다. 셀내부 크레인

은 MSM의 취급용량(25~30 kg)을 초과하는 작업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의 이

송, voloxidation 처리 후 우라늄 산화물 용기의 이

송, 전해환원처리 후 금속 우라늄의 융해(smelting)

공정으로의 이송, 그리고 우라늄 주괴(ingot)의 이송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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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원격조작에 의한 보수가 어려운 장비들은

일단 제염작업을 거친 후 접촉보수실(warm shop)로

옮겨 작업자가 직접 접촉보수를 수행한다. 또 고장

상태가 심하여 시설 외부에서 수리해야 할 장비는 일

단 제염한 후 반출에 대비한 조치, 즉, 분해, 표면오

염 검사, 포장 등 소정의 안전 규칙 하에 일련의 작업

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포장된 용기를 해치를 통하

여 셀 밖으로 배출토록 한다(Fig.5참조).

④④ 폐기물처리셀
주공정셀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소정 용기에 담아

셀 바닥 통로를 통하여 배출하는데 아랫층에 위치

한 기기운반실의 차대에 실어 운반하며 폐기물처리

셀 바닥을 통하여 셀 내부로 운반한다. 수명이 끝난

처분 대상 염은 그 속에 함유된 악틴족원소를 제거

한 후 이 곳에서 고화처리된다. 사용한 카드뮴도 이

곳에서 증발, 회수하고 나머지 잔사는 동일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처리한 폐기물들은 지하1

층의 고체폐기물처리셀로 운반하여 봉, 포장한

후 본 시설로부터 떠나 고체폐기물 저장고로 반출

된다.

⑤⑤ 고체폐기물처리셀
이는 지하1층에 위치해 있어 승강기를 통하여 고

체폐기물이나 고화처리된 폐기물을 이곳으로 이송한

다. 차폐셀 배치[5]
시설에서 차폐셀은 방사성 물질 취급에 따른 방사

선 차폐 및 격납 기능을 제공한다. 파이로 처리공정

에 필요한 각종 차폐셀의 종류와 그 기능, 그 속에 배

치될 주요 장치들을 Table 1에 수록하 다. 이 차폐

셀들을 시설 내에 배치하되, 지상 1층에 집합체 해

체, 전처리, 주공정, 유지보수, 폐기물 처리셀 등을,

지상 2층에 기체폐기물(off gas) 처리, 또 지하1층에

고체 폐기물 처리셀 등을 배치하 다. 

①① 절단 연료봉 전처리셀
앞에서 언급한 연료물질 voloxidation 셀은 지하1

층의 사용후핵연료 수납 공간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이 셀에서는 연료물질을 산화물 분말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셀에서 취급하는 연료물질은 아직 산화

물이기 때문에 불활성 분위기가 아니어도 무방하므

로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한다. 그리고 이 셀에서 발

생하는 금속폐기물(피복관 및 집합체 부품)은 지하1

층에 위치한 고체폐기물 처리셀로 이송한다.

②② 주공정셀
본 셀에서는 금속상 형태의 물질을 다루기 때문

에 이들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알곤 가스 분위

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앞 공정에서 얻은 산화물의

전해환원, 우라늄 회수를 위한 전해정련, 음극 석출

물 처리, 카드뮴 증류/제거, 초우라늄원소 회수를

위한 전해제련, 용융염에 잔존하는 초우라늄원소를

회수하는 draw down 공정, LiCl 및 LiCl/KCl 용융

염의 정제, 재순환 작업 등은 모두 이 셀에서 수행

한다.

③③ 유지보수셀
유지보수셀은 지상1층에 두며 다른 차폐셀로부터

고장 난 장비나 MS조종기를 이곳으로 이송하여 원격

보수한다. 또 1층의 여러 차폐셀로 반입/반출되는 장

비들도 모두 이곳을 통하여 운반되도록 한다. 어떤

셀에 있는 기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하면 먼저

주장치로부터 그 기기의 탈착이 필요하다. 원격조작

에 의하여 탈착된 기기는 알곤분위기 셀로부터의 반

출 절차를 거친 후 크레인 또는 기기 운반차대(레일

을 따라 움직이는 바퀴 달린 이송차량)를 이용하여

유지보수셀(공기 분위기)까지 운반하여 수리토록 한

번호
1
2

3

4
5

6

7

8
9

Cell
집합체해체
전처리

주공정
-전해환원

-전해정련
-음극석출물처리

-전해제련
-Cd음극석출물회수
폐기물처리
고체폐기물 봉, 포장

유지보수

셀간이송실
-연료물질이송
-기기운반
기체폐기물처리실
화학분석실

Type
γcell
α-γcell

α-γcell

α-γcell
α-γcell

α-γcell

α-γcell

α-γcell
α-γcell

Atmosphere
air
air

argon

argon
argon

air

argon

air
argon

주요장치
집합체해체장치
연료봉절단장치
탈피복장치
Hull/연료물질분리장치

전해환원조
염세척조
전해정련조
음극석출물회수장치
우라늄주괴제조장치
전해제련조
Cd음극석출물회수장치
제올라이트흡착탑
고체폐기물감용장치
고체폐기물 봉/포장장치
제염장치
천정크레인
전동공구류
submanipulator
궤도이송차대

가스흡착기
화학분석장치

TTaabbllee 11.. 소소요요 차차폐폐셀셀과과 그그 기기능능 및및 장장치치



다. 또 전처리 및 주공정에서 발생하는 피복관, 각종

필터, 고화폐기물 등 고체 상태의 폐기물을 여기에서

압착감용시킨 후 소정 용기에 담아 봉, 포장하여

외부로 반출할 때까지 임시 보관된다. 

⑥⑥ 기체폐기물(off-gas) 처리셀
전처리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기상 핵분

열생성물은 지상2층에 위치한 이곳에서 처리한다.

대표적인 기상 핵분열생성물은 요오드( I ), 크립톤

(Kr), 제논(Xe) 등이며 일부 금속 원소 또는 그 산

화물(Cs2O, RuO4, Tc2O7 등)도 휘발성이 있어 일부

제거된다〔6, 11〕. 기체폐기물 중에는 그러한 핵분

열생성물 외에도 삼중수소수(T2O),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탄산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성분의 처리 시 그들의 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오드의 경

우 특수 필터를 통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산

화루테늄은 흡착탑을 통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

다. 또 크립톤과 제논은 불활성 물질로서 그 용도

가 크기 때문에 액화증류법, 저온활성탄법 등 회수

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고정화법으로는 방전에 의

하여 이온화시킨 후 그것을 가속화시켜 금속의 결

정격자 속으로 주입시키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6,11].

⑦⑦ 화학분석셀
주공정을 비롯하여 여타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료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셀로써 기체이송관을

통하여 분석용 시료를 이곳으로 운반한다. 여기서는

분석 시편을 준비하며, 필요시 glove box를 이용하

여 농도 분석, 저준위- 분석, 비파괴 분석, 금속조직

분석, 질량스펙트럼 분석, 방사스펙트럼 분석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라. 기타 각종 기능실
배전실 : 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장비들을 설치하며 정전 시를 대비하여 UPS, 발

전기 및 비상전원 등을 구비한다.

급기실 : 시설 환기를 위한 공기를 공급하는 송

풍기, 가열/냉각 코일, 공기여과기 등을 설치한다.

배기실 : 배기 여과기와 배기 팬을 설치하여 방

사성 구역으로부터 배출되는 공기를 여과시켜 굴뚝

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셀분위기조정실 : 셀내부의분위기(공기또는알

곤), 즉, 압력, 진공, 순도등을조절하는역할을한다.

알곤가스 정제실 : 알곤가스셀로부터 일정량의

알곤가스를 뽑아내어 정제시킨 후 재순환시키는 역

할을 한다.

기자재 반출입실 : 소요 기자재 반입과 유지보수

가 필요한 기자재의 외부 반출을 위한 통로이다.

IV. 시설 운전 시의 안전 관리

가. 방사선 안전관리
본 시설에서 작업하는 작업종사자 및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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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설계에 반 하 다. 또 국내 관련 법령과 기준

및 ICRP(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

수토록 조치한다. 연간 피폭선량은 ICRP의 권고치에

따라 작업종사자 20 mSv/yr 이내, 일반대중 1.0

mSv/yr 이내로 유지토록 한다〔7〕.  또 시설 내에 방

사선 관리 구역의 설정, 방사선 차폐, 고방사능 구역

의 접근 통제, 환기, 폐 및 오염 제어 등을 수행하

며 환경으로 방출되는 모든 배출물은 감시 및 제어

계통을 통하여 배출토록 하고 이때 방사성 물질은 적

절한 여과기를 통하여 포집토록 한다. 작업자의 피폭

최소화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차폐셀 내부의

주요 장치는 모쥴식으로 설계함으로써 설치, 해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또 화재 방호를 위하여

건축법과 소방법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본 시설은 핵물질을 다루는 곳이므로 핵물질 보

안을 위하여 이중 경계선의 설치, 시설 출입 통제 및

감시 계통을 두어야 한다. 건물은 각 구역의 공간 방

사선량과 오염 가능도에 따라 청정구역, 작업구역,

인터벤션구역, 차폐셀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의 대기압을 적절히 조절하여 공기의 흐름이 청정 구

역으로부터 오염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향하도록

한다. 구역별 환기 횟수는 국내 방사성 물질 취급시

설의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하 으며 Table 2에

보는 바와 같다.

개발된 물량 분석 체계를 활용하여 4개 원자력 발

전소 부지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운반 물량을 분석하

고, 각 발전소 중심으로 결정된 운반 물량을 분석한

결과 중간저장시설 및 몇몇 발전소 저장 용량 확보에

어려움을 발견하 으며, 운반물량 파라메터 분석을

통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보 다.  개발된 사용후핵연료 운반 물량 분석 체계

는 향후 운반비용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

단되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은 PWR 사용

후핵연료를 중심으로 개발하 으며, 향후 CANDU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물량 분석 체계를 갖추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알곤 가스 셀의 분위기 조절
주공정셀과 주괴 제조셀에서는 금속 형태의 우라

늄 및 초우라늄원소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들의 산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가스(예: 알곤가스) 분위

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소 및 수분 농도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알곤 분위기 셀에서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유지가 필요하다: 즉, 셀 내부

대기 온도는 40 ℃ 이하, 압력은 주위의 방보다 약간

부압(-25mmAq), 산소 및 수분 농도는 100 ppm 이

하, 질소 농도는 5000 ppm 이하로 조절할 필요가 있

다(Fig.6 참조). 그러므로 셀을 통과하는 알곤가스의

순환율을 이 조건에 맞게 조절하여야 한다. 또, 그 순

환율은 다음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셀

의 열부하에 따라 향을 받는다. 

(1) 

여기서 m은 소요풍량(m3/h), Q는 열부하(kW), Cp

는알곤의비열(Cp = 0.1252 cal/g℃),  ΔT 는알곤가

스의 주입점과 배출점의 온도차(℃)를 나타낸다. 만약

주공정셀(234 m3)과 주괴 제조셀(54 m3)의 열부하를

20 kW(Table 3 참조), ΔT =15 ℃ 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알곤의 물성과 단위환산을 적용하면 알곤의 소

요 풍량(m3/h)을 얻을 수 있다; Cp = 0.1252cal/g ℃,

비중 = 0.00178g/cc, 1 cal = 4.184 joule, 1 W = 1

jould/sec. 결과적으로 상기 시스템에 대하여 m =

5148 m3/h 의 알곤 순환율을 구하 다. 그리고 이 값

은 환기율 18회/h 에 해당되어 안전 권고치 즉, 시간

당 10회이상의환기율을달성할수있는값이다.

다. 연료 물질의 계량관리
①① MBA 및 KMP의 설정
본 시설은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

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핵물

질의 계량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계량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시설의 물질수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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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구분

White
Green
Umber
Red

대기압
(mmWG)
대기압
-2∼ -5
-5∼ -10
- 20∼ - 40

방사선량
(μSv/h)
<6.25 
≤12.5 
≤ 500 
>500 

환기횟수
(1/h)
3
4

5∼6
>10

오염도

비관리구역
평상시오염되지않은구역
오염의우려가있는구역

오염구역

TTaabbllee 22.. 방방사사선선 준준위위에에 따따른른 시시설설 관관리리 구구역역



(MBA:Material Balance Area)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

고 이 구역에 대한 핵물질의 출입량과 재고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 본 시설에 대한 물질수지구역은 Fig.7

에 보는 바와 같이 설정하 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은 MBA 내에 측정지점(KMP;Key Measurement

Point)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측정장치를 설

치하여 이 지점을 통과하는 제반 핵물질의 양과 동위

체 비율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MBA-1은 사용후핵연료(절단 연료봉)의 저장구역

이다. 이 구역에서는 출입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량

을 확인한다. 즉, Fig.7에서 보는 FKMP(Flow Key

Measurement Point)①을 통해서 수납하는 사용후핵

연료를 계량한다.  MBA-2는 그림의 FKMP②에서 주

입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중량을 확인한다. 그리고

FKMP③~⑦은 Fig.7에 표시한 바와 같다. 또 각 MBA

구역에서의 IKMP(Inventory Key Measurement

Point)는 ~ 로 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MBA-3

는 우라늄 및 초우라늄 제품을 저장하는 구역이다.

제품의 수납량(지점④)과 배출량(지점⑤)으로부터

재고량을 구할 수 있다. 

②② 계량관리를 위한 분석기술
핵물질의 계량은 그 농도 및 동위체의 비율을 측

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측정방법으로서는 파괴분

석법과 비파괴분석법이 있다. 파괴분석법은 대상물

로부터 일부의 분석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실로 옮긴

후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그 양을 계측하

는 방법이며, 후자는 대상물의 물리적인 또는 화학

적인 형질변경이 없이 직접 대상물의 양을 계측하

는 방법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 가운데 전자

에는 전위차 적정법, 정전위 전기량분석법, 질량분

석법, 동위체 희석 질량분석법, 동위체 희석 γ선 측

정법, ICP (Inductive Coupled Plasma)질량분석법

및 ICP 발광분광분석법 등이 있으며 비파괴분석법

으로는 γ선 측정법, 중성자선 측정법 등이 있다.

라. TRU 제품의 핵임계 안전
일반적으로 핵임계 관리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고

량, 화학적 형태, 그리고 그 반응성에 의존한다.  예

를 들면, PuO2(Puf)의 경우 그 임계량은 약 9kg이

며 Pu 금속의 경우 임계량은 약 6kg 이다[8]. 본 연

구에서처럼 한 회분당 PWR 사용후핵연료 20 kg(피

복관 제외, 3.5 wt% EU, 35,000 MWd/tU, 5년 냉

각)을 처리할 때 다루는 TRU의 양은 약 200 g에 지

나지 않는다[9]. 그리고 그 중에 포함된 Puf(Pu-

fissile) 양은 약 126 g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정도

의 취급량으로는 핵임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수한 제품을 저장할 때 그 저

장량을 위에 언급한 임계치 이내로 잘 조절하면 될

것이다.

Ⅴ. 기 타

가. 빠디락(padirac) 수송용기[10]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빠디락 수

송용기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RD-10과 RD-15

이 그것이다. 전자는 납차폐체 두께가 10 cm 이고 표

면허용선량을 기준으로 취급 가능한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양은 2.71 kg-HM 이며, 후자는 납차폐체

두께가 15 cm 이고 표면허용선량을 기준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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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
전해환원조
전해정련조
전해제련조

Cathode processor
U 주괴제조
셀내부조명

소계
기타
합계

열량(kW)
2 
2 
2
2
2
5
15
5
20

설정근거
1.0 kW/대× 2대
1.0 kW/대× 2대
1.0 kW/대× 2대
1.0 kW/대× 2대
1.0 kW/대× 2대

각종기계류, 핵물질붕괴열등

TTaabbllee 33.. 주주공공정정셀셀 내내부부의의 열열부부하하

Fig. 6. Ar gas Cleaning and Circulation through the hot
cell.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75.08 kg-HM 이다. 이

들은 Fig.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강 케이스 내에

납을 주조시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부에는 슬라

이딩 구동 방식의 차폐두껑이 있고 내부에는 스테인

레스강 재질의 컨테이너 바스켓이 있다. 이 용기는 4

방향으로 음각된 돌기부를 갖추고 있으며 인양시 여

기에 인양장치를 접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ig.9는 빠디락을 차폐셀의 후문에 접합시킨 모습

이다. 이 후문은 절단 연료봉의 반입, 반출, 수리를

위한 공정장치의 반출입, 또 필요시 차폐셀 내부에

제염 작업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 크기를 결정하

여야 하고 모든 발생 가능한 비상시의 대책까지도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Ⅵ. 결 언

사용후핵연료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처럼 원전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들을분리하는 기술, 예를 들어 PUREX 공정은이미

오래 전부터 일부 국가에서 상용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술은 핵확산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

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은 그 관리에 있어 환

경 부담과 비용이 커서 여타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초우라늄원소군을 연료

로 쓸 수 있고 장수명핵종들을 연소/소멸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래형 원자로가 개발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파이로 처리공정에 근거한 새로운 원전연료주기와 연

계를 이룬다면 이는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있어 핵확

산 방지와 고준위폐기물의 환경부담 저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로 인하여 원자력은

지속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이로 처리공정 기술이 세계 여러 나

라에서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차세대 원자로형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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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cept of MBA and KMP in a Pyroprocessing Facility.

FKMP
① 사용후핵연료 수납
② 주공정으로 들어가는 핵물질
③ 폐기물에 함유된 핵물질
④ 우라늄/초우라늄 제품
⑤ 우라늄/초우라늄 제품 반출
⑥ 분석후 시료에 함유된 핵물질의 반출
⑦ 폐기물고화체에 함유된 핵물질의 반출

Item
Weight

Dimension

Materials

Cooling type

Fuel containing
capacity

Description
2700 kg

Diameter : 1,098 mm
Length : 1,314 mm 
Shells : cast iron

Gamma shield : lead
Impact limiter : balsa wood

Cooled by air
Chopped PWR fuel rod : 250 mm×56 

Burn up : 45,000 MWd/tU
Cooling time : 5 yr
Decay heat : 20 W

TTaabbllee 44.. SSppeecciiffiiccaattiioonn ooff tthhee RRDD--1155 ccaasskk

IKMP
ⓐ 사용후핵연료 재고
ⓑ 주공정에 체류하는 핵물질
ⓒ 폐기물처리공정에 체류하는 핵물질
ⓓ 분석시료 중에 함유된 핵물질
ⓔ 우라늄/초우라늄 제품 재고



이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과도 접하게 연계되

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파이로 처리

공정 실증시설의 개념을 파악해 보았으며 앞으로 공

학 규모의 시설 건설 및 운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맥점 —예를 들어 핵비확산성, 기술적

타당성, 새로운 핵연료주기 대안으로서의 적합성

등— 을 고려하여 실험실적 규모를 확대시킨 공학적

규모의실증시설에대한개념을정립하고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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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RD-15 Padirac Cask.

Fig. 9. RD-15 Cask connected to the Rear Door of a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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