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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부유식 해양원전 핵연료 장전 시스템 및 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부유식 해양원전 핵연료 장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부유식 해양원전 장
치 내부에, 주변 바닷물과 접촉함 없이 핵연료를 주입해 넣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해양원전을 부상시키거나 또는 내부에 구비된 장전 케이스를 통하여, 주변 바닷물과 접촉함
없이 핵연료를 해양원전 내부로 장전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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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으로서,
핵연료를 달아 내리는 크레인이 설치되며, 핵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핵연료 출입구를 구비하는 상판;
하부 시스템 위에 설치되어 상기 상판을 지지하는 기둥;
원자로 수용 공간을 내부에 구비하는 하부 시스템; 및
상기 하부 시스템과 해수면 하부 지면을 연결하여 상기 해양원전을 지지하는 케이블
을 포함하고,
상기 하부 시스템은,
상기 하부 시스템의 상단으로부터 상기 원자로 수용 공간까지 핵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핵연료 이송 통로; 및
핵연료 주입시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부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케이블을 풀고, 상기 핵연료가 원자로에 장전된 경우 상기 핵연
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아래로 잠수하도록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하강시키기 위하여 케이블을 감는데 이용되는 윈치(winch)
를 포함하고,
상기 케이블은 일단이 해저 지면에 고정되어 설치되고, 타단이 상기 하부 시스템의 윈치와 직접 연결되며,
상기 상판의 핵연료 출입구, 상기 하부 시스템의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 및, 원자로 수용 공간
과 연결되는 하단 핵연료 출입구는 핵연료 주입시 개방되고, 핵연료의 원자로 장전 완료 후 닫히도록 제어되되,
상기 윈치에 의하여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이 부상하여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
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위로 올라온 후에 상기 핵연료 출입구들이 개방되도록 제어되고,
핵연료가 원자로에 장전된 경우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를 닫은 후, 상기 핵연료 이송 통
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아래로 잠수하기 위하여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이 하강
하도록 제어되는,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위로 올라왔는지를 감지하여 올라온 경우 핵연료 출입구
를 개방하도록 제어하며, 원자로에 핵연료 장전이 완료되었는지를 감지하여 완료된 경우 핵연료 출입구를 닫도
록 제어하는 핵연료 출입구 제어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1의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이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하는 방법으로서,

-3-

등록특허 10-1692778
(a) 핵연료 이송선으로부터 크레인으로 핵연료를 전달받는 단계;
(b) 윈치를 제어하여 케이블을 풀어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부상시키는 단계;
(c)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위로 올라왔는지를 감지하여 올라온 경우 핵연료 출입구
를 개방하도록 제어하는 단계;
(d) 핵연료를 주입하여 이송시킨 후 원자로에 장전하는 단계;
(e) 원자로에 핵연료 장전이 완료되었는지를 감지하여 완료된 경우 핵연료 출입구를 닫도록 제어하는 단계; 및
(f) 핵연료 장전이 완료됨에 따라 핵연료 출입구를 닫은 후, 윈치를 제어하여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아래로 잠수하도록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하강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방법.
청구항 5
해양원전의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으로서,
핵연료를 달아 내리는 크레인이 설치되며, 핵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핵연료 출입구를 구비하는 상판;
하부 시스템 위에 설치되어 상기 상판을 지지하는 기둥;
원자로 수용 공간을 내부에 구비하고, 상단으로부터 상기 원자로 수용 공간까지 핵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핵연료
이송 통로를 구비하는 하부 시스템;
상기 상판의 핵연료 출입구와 상기 하부 시스템의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외부 해수와 격리된 상태로 핵연료를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로 전달하기 위한 케이싱(casing);
상기 하부 시스템과 해수면 하부 지면을 연결하여 상기 해양원전을 지지하는 케이블
을 포함하고,
상기 케이블은, 일단이 해저 지면에 고정되어 설치되고, 타단이 상기 하부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며, 상기 케이
싱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의 부상 또는 하강을 위한 풀림 또는 감김 없이 고정된 길이를 유지하는,
해양원전의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핵연료 장전시 핵연료 출입구를 개방하도록 제어하며, 원자로에 핵연료 장전이 완료되었는지를 감지하여
완료된 경우 핵연료 출입구를 닫도록 제어하는 핵연료 출입구 제어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양원전의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부유식 해양원전 핵연료 장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부유식 해양원전 장
치 내부에, 주변 바닷물과 접촉함 없이 핵연료를 주입해 넣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종래 부유식 해양원전 기술에서는 외부로부터 핵연료를 해양원전 내부로 장전하는 구체적 기술이 개시되지 않았
다. 그러나 부유식 해양원전에서 핵연료를 해수와의 접촉없이 해양원전 내부로 주입하는 방법은, 안전을 최우선
의 요소로 하는 해양원전의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
는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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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3]

(특허문헌 0001) KR 10-2015-0012421 A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4]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해양원전을 부상시키거나 또는 내부에 구비된
장전 케이스를 통하여, 주변 바닷물과 접촉함 없이 핵연료를 해양원전 내부로 장전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그 방
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5]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은, 핵연료를 달아 내
리는 크레인이 설치되며, 핵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핵연료 출입구를 구비하는 상판; 하부 시스템 위에 설치되어
상기 상판을 지지하는 기둥; 원자로 수용 공간을 내부에 구비하는 하부 시스템; 및 상기 하부 시스템과 해수면
하부 지면을 연결하여 상기 해양원전을 지지하는 케이블을 포함하고, 상기 하부 시스템은, 상기 하부 시스템의
상단으로부터 상기 원자로 수용 공간까지 핵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핵연료 이송 통로; 및 핵연료 주입시 상기 핵
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부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케이블을 풀고, 상기 핵연료가 원자로에 장전된 경우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
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아래로 잠수하도록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하강시키기 위하여 케
이블을 감는데 이용되는 윈치(winch)를 포함하고, 상기 케이블은 일단이 해저 지면에 고정되어 설치되고, 타단
이 상기 하부 시스템의 윈치와 직접 연결되며, 상기 상판의 핵연료 출입구, 상기 하부 시스템의 핵연료 이송 통
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 및, 원자로 수용 공간과 연결되는 하단 핵연료 출입구는 핵연료 주입시 개방되고, 핵
연료의 원자로 장전 완료 후 닫히도록 제어되되, 상기 윈치에 의하여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
템이 부상하여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위로 올라온 후에 상기 핵연료 출입구들
이 개방되도록 제어되고, 핵연료가 원자로에 장전된 경우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를 닫은
후,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아래로 잠수하기 위하여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
연료 장전 시스템이 하강하도록 제어된다.

[0007]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은,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위로 올
라왔는지를 감지하여 올라온 경우 핵연료 출입구를 개방하도록 제어하며, 원자로에 핵연료 장전이 완료되었는지
를 감지하여 완료된 경우 핵연료 출입구를 닫도록 제어하는 핵연료 출입구 제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08]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이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하는 방
법은, (a) 핵연료 이송선으로부터 크레인으로 핵연료를 전달받는 단계; (b) 윈치를 제어하여 케이블을 풀어 상
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부상시키는 단계; (c)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위로 올라왔는지를 감지하여 올라온 경우 핵연료 출입구를 개방하도록 제어하는 단계; (d) 핵연료를 주
입하여 이송시킨 후 원자로에 장전하는 단계; (e) 원자로에 핵연료 장전이 완료되었는지를 감지하여 완료된 경
우 핵연료 출입구를 닫도록 제어하는 단계; 및 (f) 핵연료 장전이 완료됨에 따라 핵연료 출입구를 닫은 후, 윈
치를 제어하여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가 해수면 아래로 잠수하도록 상기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
연료 장전 시스템을 하강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9]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해양원전의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은, 핵연료를 달아 내리는 크레인이
설치되며, 핵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핵연료 출입구를 구비하는 상판; 하부 시스템 위에 설치되어 상기 상판을 지
지하는 기둥; 원자로 수용 공간을 내부에 구비하고, 상단으로부터 상기 원자로 수용 공간까지 핵연료를 이송하
기 위한 핵연료 이송 통로를 구비하는 하부 시스템; 상기 상판의 핵연료 출입구와 상기 하부 시스템의 핵연료
이송 통로의 상단 핵연료 출입구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외부 해수와 격리된 상태로 핵연료를 상기 핵연료 이송
통로로 전달하기 위한 케이싱(casing); 상기 하부 시스템과 해수면 하부 지면을 연결하여 상기 해양원전을 지지
하는 케이블을 포함하고, 상기 케이블은, 일단이 해저 지면에 고정되어 설치되고, 타단이 상기 하부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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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결되며, 상기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의 부상 또는 하강을 위한 풀림 또는 감김 없이 고정된 길이
를 유지한다.
[0010]

상기 해양원전의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은, 상기 핵연료 장전시 핵연료 출입구를 개방하도록 제어하며,
원자로에 핵연료 장전이 완료되었는지를 감지하여 완료된 경우 핵연료 출입구를 닫도록 제어하는 핵연료 출입구
제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1]

본 발명에 의하면, 해양원전을 부상시키거나 또는 내부에 구비된 장전 케이스를 통하여, 주변 바닷물과 접촉함
없이 핵연료를 해양원전 내부로 장전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2]

도 1은 부유식 해양원전의 개념도.
도 2는 부유식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부상형 핵연료 장전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부유식 해양원전의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절차를 도시한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3]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
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0014]

도 1은 부유식 해양원전의 개념도이다.

[0015]

도 2는 부유식 해양원전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3은 부상형 핵연료 장전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0016]

핵연료 이송선(100)은, 해상을 통해 핵연료(209)를 운반하고 부상형 핵연료 장전 방식의 부유식 해양원전(200)
에 이를 전달한다(S301). 부상형 핵연료 장전 방식의 부유식 해양원전(200)은, 크레인(210)에 핵연료를 장착하
여 해양원전 내부로 달아내리게 된다.

[0017]

이때 핵연료(209)가 해수(10)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윈치(winch)(207)를 이용하여 케이블(208)을 풀
어 해양원전을 위로 부상시킴으로써, 해양원전의 핵연료 이송 통로(205)의 상부쪽 핵연료 출입구가 도면(S302)
과 같이 해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한다. 이때 핵연료 출입구(206)을 개방하고, 이를 통하여 핵연료(209)가 핵연
료 이송 통로로 들어오고(S303), 최종적으로 원자로(204) 내부에 핵연료(209)가 장전된다(S304).

[0018]

도 4는 부유식 해양원전의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5는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절차
를 도시한 도면이다.

[0019]

도 2의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200)과 마찬가지로, 핵연료 이송선(100)은, 해상을 통해 핵연료(409)를 운반
하고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방식의 부유식 해양원전(400)에 이를 전달한다(S501).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방식의
부유식 해양원전(400)은, 크레인(410)에 핵연료를 장착하여 해양원전 내부로 달아내리게 된다.

[0020]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방식의 부유식 해양원전(400)은, 상부시스템(401) 상부면에 위치한 핵연료 출입구와 핵연
료 이송통로(405) 상부쪽의 핵연료 출입구를 연결하는 케이싱(407)을 구비한다. 따라서, 케이싱형 핵연료 장전
방식의 부유식 해양원전(400)은, 부상형 핵연료 장전 시스템(200)과 같이 부상하여 올라올 필요가 없으며, 모든
핵연료 출입구(406)를 개방한 후(S502), 상부시스템(401) 상부면에 위치한 핵연료 출입구를 통해 케이싱(407)
내부로 핵연료를 주입하고, 케이싱을 통과하여 핵연료 이송 통로(405)로 핵연료(409)가 통과하여(S503),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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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자로(404) 내부에 핵연료(409)가 장전된다(S504).

부호의 설명
[0021]

10: 해수
100: 핵연료 이송선
200: 부상형 부유식 해양원전 시스템
201: 부상형 상부시스템(topside)
202: 부상형 기둥(column)
203: 부상형 하부시스템(nuclear power plant)
204: 부상형 원자로(reactor)
205: 부상형 핵연료 이송통로
206: 부상형 핵연료 출입구(hatch)
207: 부상형 윈치(winch)
208: 부상형 케이블(cable)
209: 핵연료
210: 부상형 크레인
400: 케이싱형 부유식 해양원전 시스템
401: 케이싱형 상부시스템(topside)
402: 케이싱형 기둥(column)
403: 케이싱형 하부시스템(nuclear power plant)
404: 케이싱형 원자로(reactor)
405: 케이싱형 핵연료 이송통로
406: 케이싱형 핵연료 출입구(hatch)
407: 케이싱형 케이싱(casing)
408: 케이싱형 케이블(cable)
409: 핵연료
410: 케이싱형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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