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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발생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관리를 위한 필수기술을 이 보고서 

에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고려한 주요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 사용후핵연료 특성계량화기술， 감마방사선환경에서 장치의 

방사선영향평가，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규명 및 핫셀 관련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로부터 국내 · 

외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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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of-the-Art Report of Spent Fuel

Management Technology

ABSTRACT

Essential technologies for a long-term management of domestic

nuclear fuel have been described in this report. The technologies

of interest are advanced processes for spent fuel management,

spent fuel examination technology, evaluation of radiation effect on

equipment, chemical characterization of spent fuel, and hot cell-

related technology. State of the art for the above-mentioned

technologies has been reviewed and analyzed in detail.

As a result, a future R & D direction that seems to be

appropriate for us is drawn up in due consideration of in- and

out-circumstances encounter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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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핵연료주기에서 주요 고려대상의 하나는 사용후핵연료관리이며 

이는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현안이 되고 있다. 그 

것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인출한 후 최종 처분할 때까지 일련의 모 

든 업무를 포함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법을 들면 두 가지가 있 

다. 하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 순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 

을 직접 처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방법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소위 두고보는(wait and see) 것이 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환경보전은 물론 정치， 경제 및 핵물질 보장조치 등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재순환방법을 취하는 나라일지라도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지연 

또는 재처리 용량이 불충분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최종 처분시기의 지연에 

따라 이들의 장기저장 관리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사용 

후핵연료를 50년 이상 100년까지도 저장관리 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는 예측을 하고 있다[1]. 저장기간의 장기화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적 안전관리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것은 오히려 최적관리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두 

고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 

용후핵연료 관리방법을 선태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의 저장 

관리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배경에 따라 추후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이 어 

떻게 결정되더라도 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도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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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기술(대과제)이라 하고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사업(19917 - 2006)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을 1996 

년에 제안하였다. 초기에 지l 안한 세부 연구개발과제(중과제)는 사용 

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개발， 사용후핵연료 취급용기개발， 사용후핵 

연료 특성계량화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원격취급장치개발， 사용후핵 

연료 이용안전성연구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연구 및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설개발 등이었다. 여기서 사용후핵연료 차세 

대관리기술이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중에서 고 방열핵종인 Sr 과 

Cs 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냉각부하를 약 % 로 줄이고 체적을 

% 정도로 감용 하여 금속체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1996 

년말 정부의 기획평가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취급용기개발 및 사용 

후핵연료 이용안전성연구 등 2개 세부과제는 보류되었다 1997년 

부터 수행한 5개 세부과제 중에서 1개 세부과제가 보류되어 1998년 

부터 4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보류된 세부과제는 사용후핵 

연료 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설개발과제로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비 배정이 잠정 보류되었는데 이는 과제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데다 한정된 재원 때문으로 믿어진다. 

한정된 재원은 나머지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에도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애도 불구하고 세부과제의 추진 

방법을 조정하여서라도 당초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부과제별 기술현황을 기술하고 앞으로의 연구 

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중 사용후핵연료 원격취급과 관련 

한 기술현황분석에서는 원격취급 장치의 기능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고방사능의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연 

구개발의 특성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취급핫셀의 기술현황도 분석 대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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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개발 

L 이성분계 용융염 상태도의 실험적 결정방법 

“용융염”이란 염 (salt) 이 용융된 액체를 말한다. “염”이란， 일반적 

으로 산과 알카리가 화학적으로 중화되어 생성된 화합물을 나타내고 

있으나， “용융염”이라고 통칭하는 경우에는 “무기염의 용융체”를 말한 

다. 용·융염은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성 액체로서， 이들 

의 상호작용은 주로 Coulomb힘에 의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용융염 

중에서는， 고온까지 안정한 액체가 되며， 증기압이 낮고， 점성이 작은 

것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반응매체로서 여러분야에 이용되고 있 

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개발에서도 

최종목표인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체를 얻기까지의 모든 공정에서 용 

융염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용융염을 취급하기 위하여는 용융염 

혼합물들의 상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용 

융염이 포함된 반응계의 운전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용융염의 상 

태도를 알고 있어야 하며， 용융염계의 불리화학적 특성의 연구에도 

상태도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지금까지 용융염의 상태도 결정에는 염계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상태도의 작성시 고려 

해야 할 사항들과 널리 쓰이는 몇가지 실험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기 

로 한다. 상평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에 존재하는 각 상들을 

구별하고 이에 관련된 반응들을 조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 용융염의 상태도가 작성되어야 하는 고옹의 온도범위에서 

는 존재하는 상들의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용융염 

의 상태도 작성실험에 있어서 문제점이다. 용융염의 상변화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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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몇가지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시료는 아주 순수해야 한다. 상평형도 

작성실험에서 사용되는 시료에 이물질이 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상평형관계로부터 대단히 큰 

오차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시료의 표면적이 클수록 평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가급 

적 시료는 미세분말의 형태로서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어진 온도에서 상변화반웅이 완전히 종결되어 평형을 이루도 

록 충분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 반웅시 액체의 존재는 반웅속도를 증진시칸다. 또한 액체의 점 

도가 낮을수록 반웅속도는 빨라진다. 

-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점도가 높은 액체들의 존재는 계를 과냉각 

시킬 수 있으며， 고체상 반웅을 포함하는 계의 상평형측정에는 

보다 신중한 방법의 선정이 필요하다. 

고온에서 일어나는 상변화시의 특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고온 

x-선회절분석법과 고온 현미경관측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평형측정 

방법은 간접측정방법이다. 상변화시에는 계의 여러 가지 물리적 특 

성치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들 특성치들의 변화를 온도의 함수로써 

측정하여 상변화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변화관계의 결 

정을 위하여 측정하여야 물리적 변화량들과 그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 

또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었다. 

- sσuctural changes 

(1) internal crysta1line arrangement 

(X -ray diffra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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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temal crysta1line appearance, crystal shape and habit 

(microscope) 

- op디c머 changes, refractive index, and color (microscope) 

- melting or crystallization behavior (quenching method or 

high-temperature microscopy) 

- heat effects (cooling or heating curves) 

- electrical change (electrical propertÎes such as resistivity or 

dielectric behavior) 

- volume changes (therma1 expansion curves) 

한 계의 상태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엄의로 선정된 조성의 시료 

에 대하여 계가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상으로 존재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상변화반웅들이 일어나게 되는 불변점， 공융점， liquidus 

온도들은 안정하거나 준안정한 평형조건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 

재까지 주어진 압력-온도-조성 범위내에서 상태도의 결정에 주로 사 

용되어 왔던 실험적방법들을 크게 나누어 정적방법 (static technique) 

과 동적방법 (dynamic technique)으로 구별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서는 열역학적 상평형자료를 컴퓨터계산에 의해 구하고 이를 소량의 

실험데이타와 상호비교하여 상태도를 작성하는 방법이 많이 보고[2]되 

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실험적방법에 의한 이성분계 용융염의 상태도 

작성법에 대하여만 고찰하기로 한다. 

가. 정 적 방법 (Static Method)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시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정적방법이라고 분류하며， 이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quenching법이다. Quenching법은 어느 온도에서 시료가 평형에 도달 

하였을 때 시료를 급냉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실험이 단 

ζ
 
J 



순하다는 것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Quenching에 

의해 상태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는 급냉시키는 과정에서 계 

가 갖고 있는 상에 대한 특성이 변화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 

다 Quenching 방법을 적용하여 상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적합한 

물질들은 상변화반웅이 느린 물질들인데 왜냐하면 상변화반웅이 느 

린 물질들은 급냉시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급냉하기 이전의 온도에 

서 존재했던 상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Quenching 방법은 적은 양의 시료를 고려하는 온도조건에서 평형 

에 도달할 때까지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가열하고， 이를 물이나 수은 

에 넣어 상온으로 급냉시킨 후， 존재하는 상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여러 다른 온도에서 급냉시킨 시료에 존재하는 상들을 현미경이나 

XRD에 의해서 분석한다. 주어진 조성의 시료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반복하여 이와 같은 분석을 하고， 급냉된 시료에서 처 

음으로 액상이 나타나는 온도가 solidus 온도이며， 결정이 더 이상 존 

재하지 않게 될 때의 온도가 liquidus 온도가 된다‘ 

1960년대에 미국의 ORNL에서는 quenching법을 이용하여 려k려i 

halide-uranium halide 계에 대한 상태도의 연구를 많이 수행하였다 

[3]. 이들은 시료가 들어있는 길다란 용기를 길이방향으로 온도구배 

가 일어나도록 가열하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두께가 앓고 

긴 니켈 튜브를 여러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획에 시료를 넣 

고 밀봉을 한 다음， 이것을 길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온도차이가 나도 

록 가열하였다. 

Quenching이외의 다른 정적방법으로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온도에 

서 시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 

다. 고온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시료를 고온 원섬분리기 또는 강 

압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액체와 고체로 분리하고 각각을 화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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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나. 동적 방법 (Dynamic Method) 

상온이외의 온도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하여 상태도를 

결정하는 방법들을 동적방법으로 분류한다. 동적방법에서는 

quenching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상을 이루는 온도를 빨리 알아 

낼 수가 있으며， quenching을 하는 동안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위 

험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열분석법 

열분석법에서는 상변화시에 일어나는 계의 열적특성변화를 이 

용한다. 업의의 조성을 갖는 이성분계 혼합물시료를 아주 느리게 일 

정한 속도로 냉각 또는 가열하며 시료의 온도를 시간의 함수로써 측 

정하면， 완만한 시간-온도 곡선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용용상태에서 쉽게 결정화되는 물질들에 대하여는 냉각곡선에 의한 

상태도 작성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4-6]. 그림 l은 가상적인 이성 

분계 혼합물의 몇가지 조성에 대한 냉각곡선들과 상태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액상→고상으로의 결정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상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열량에 의해 시간-온도 냉각곡선상의 기울기 

가 변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냉각곡선 2와 4). 냉각곡선 1 ， 3， 5에 

서는 액상→고상으로의 상변화잠열에 의해 어느시간 동안 온도가 변 

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열분석법에 의한 상태도 작성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시차열 

분석법 (Differential Therma1 Ana1ysis, DT A)을 들 수가 있다. DTA 

방법에서는 수 mg의 적은 시료를 표준시료와 같이 가열 또는 냉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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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 상호간의 온도차를 시간에 따라 측정한다. 가열 또는 냉각 

에 의해 시료의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시료로부터 열이 방출되거나 

홉수된다. 예를 들어 고체시료가 용해되면， 열을 흡수하여 시료의 온 

도상숭속도가 표준시료보다 늦어지게 된다(그림 2 (a)). 이들 두 시 

료간의 온도차는 한쌍의 열전대에 의해 검출되어 시간의 함수로써 기 

록된다(그림 2 (b)). 일반적인 가열 또는 냉각속도는 1-20 .C 이다. 

시료용기의 형태와 재질은 대상으로 하는 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사용되는데， 고려하는 온도범위내에서 열적 불안정성을 보이지 않는 

재질들을 사용해야 하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는 니켈， 백금， 백 

금-로륨합금， 또는 세라댁재질둥이 있다. 현재까지는 시료용기의 형 

태나 재질에 대한 보편적인 사항은 없으며， 고려하는 계에 a:.라서 그 

때마다 경험에 의해 다른 형태의 용기틀이 사용되고 있다. 

열분석법에 의한 상변화 측정시의 문제점은， 계에 따라서 평형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점도가 높은 용융염들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열분석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냉각시 과냉각현상으로 언하여 

liquidus 온도의 검출이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peritectic이나 subsolidus line둥이 존재하는 계에 있어서는， 상변화시 

의 시료와 표준시료와의 온도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계 

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liquidus line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 

라서 DTA에 의 한 자료와 quenching 및 XRD분석 에 의 한 보충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상태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기전도도 측정 

Subsolidus 평형관계의 조사에는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 DTA에 의한 방법보다도 유리하다. 전기전도도의 측정은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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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열효과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료의 온도변화를 임의대로 서 

서히 가열/냉각하면서 측정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동안 가열하여 시 

료가 평형에 도달하게 할 수도 있다. Subsolidus 온도에서는 새로운 

상이 형성되고， 이 새로운 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도도-온도 곡선상 

의 기울기의 변화로 나타난다. 

직류 또는 교류를 이용하는 다양한 측정기술이 알려져 있으나， 대 

부분의 경우 시료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기 그리고 전원사이에 

발생하는 전압강하를 온도에 따라서 측정하는 단순한 방법이 사용된 

다. 관심이 되는 온도범위에서 일반적으로 0.5 .C/min의 속도로 천천 

히 온도를 반복적으로 변화시키며 전압강하를 측정한다. DTA와 전 

도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가열/냉각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 

그림 3은 상변화가 일어날 때의 전기전도도와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 

낸 한 예 이 다[7]. (a)는 solidus 온도에 서 기 울기 가 변화하는 것을 보 

이고 있다. Liquidus 온도에서는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림 (b) 

에서와 같이 전도도가 급격히 점프하는 점이 liquidus 온도가 된다. 

그림 (c)는 변이점에서 polymorphic 변이를 하는 물질에 대한 전도도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Polymorphic 변이를 하는 물질들의 전도 

도는 변이점에서 대단히 큰 변화를 하며， 그림에서와 같이 hysteresis 

가 일어난다. 

3) 팽 창계 법 (Dilatometric Method) 

열분석법이 상변화가 일어날 때의 열효과를 이용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팽창계법은 부피팽창을 이용하여 상변화온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팽창계법은 특히 지방이나 꽉스 둥과 같은 용융물의 상변 

화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측정기술이나 장치는 아주 간단하다. 

고체는 용해시 열을 흡수하며， 한 polymorphic 형태에서 다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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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할 때에는 대개 열을 방출한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용해시 

부피팽창을 하며， polymorphic 전이시에는 부피축소를 하게된다. 따 

라서 부피-온도 콕선은 엔탈피-온도 콕선과 유사성을 보이는데， 용해 

시의 팽창은 용해열과 대웅되며， 부피팽창계수(a)는 비열(cp)과 대웅되 

어 이들간의 비 cpla 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팽창계 

(dilatometer)는 시료의 온도를 일정한 속도로 가열/냉각하면서 상변화 

시에 나타나는 부피의 변화를 길이로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부， 트랜 

스듀서， 가변용량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열로속에서 시료의 길 

이 변화는 측정부에 전달된다. 이 장치의 개략도를 그림 4에 나타냈 

다. 시료는 가스의 흐름에 의해서 가열 또는 냉각되는 열판에 의해 

둘러쌓이게 된다. 온도는 열전대에 의해 측정되며， 길이의 변화량을 

통시에 기록할 수 있다. 이 장치에 의해 얻어진 전이점의 한 예를 

그림 4(b)에 나타내었다. 

2. 고온채료 제조 및 부식 

가. 고온재료 제조 

1) 고온 재 료(High Temperature Materia1)[8] 

가) 기계적 성질 

산화성 분위기의 고온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내산화성이 좋 

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계적 성질도 우수해야 한다. Fe, Ni, Co 등 

을 소지금속으로 하는 합금의 선택에 있어서 기계적 성질은 내산화성 

보다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합금은 고온에서 

내산화성이 우수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낮아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내화성금속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내산화성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금속 및 합금 

의 중요한 기계적 성질에는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성 퉁이 있지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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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외 다른 기계적 성질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 

다. 금속 또는 합금을 고온에서 사용할 때 크리프(creep)는 대단히 중 

요한 기계적 성질이된다. 일반적으로， 고옴에서 사용되는 금속 또는 

합금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계적 성질 및 물리적 성질은 다음과 같 

다. 

- 인장강도， 연성， 인성 (toughness) 퉁과 같은， 실온에서의 기 

계적 성질이 우수해서 냉각압연 및 그외 다른 가공성이 

좋아야한다. 

- 크리프속도가 낮고 고응력파단강도가 크며 파괴에 대한 인 

성이 커야 하는 등 고온에서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 

다. 또한 고온재료는 반복웅력 및 가열과 냉각의 반복에도 

잘 견뎌야 한다. 

- 흑연화， 결정립성장， 상변화 및 그외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나)내산화성 

산화피막층이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는 1부근의 PBR 

(Pilling-Bedworth Ratio) 값， 금속과 비슷한 크기의 팽창계수， 우수한 

홉착성， 고융점， 저중기압， 저전기전도도 퉁 여러 가지 성질을 갖추어 

야한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대부분 가지게 되면 대단히 높은 내산화 

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Ni, Co, Fe 둥은 어느 정도 적당한 내산화성 

을 가진다. Cr, Al, Si 둥이 합금원소로서 첨가되면 산화피막의 보호 

성은 더욱 좋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합금원소들이 내부적으로 산화될 

경우에는 보호피막을 생성하는 효과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 15 -



2) 고온재료 설계 

석유， 화학공정이나 발전용 설비 혹은 공업용 고온로， 압연 설 

비의 롤러 둥에 폭 넓게 사용되는 내열강으로는 Ni이나 Cr을 약 20 

wt% 이상 첨가시켜 내열성과 내산화성을 향상시킨 합금강이 이용되 

며， 미세조직상의 고온강도 개선을 위하여 사용웅력 방향으로 방향성 

응고를 유도한 원심 주조법이 여기에 적용된다[9， 10]. 합금 원소중 Cr 

은 고온 내산화성의 향상 효과를 나타내고 Ni은 오스테나이트 형성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고온 내산화성 뿐만 아니라 내열 강도와 연성 

및 가공성과 용접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1 wt% 이상 

의 Si 첨가는 내침탄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퉁， 각 첨가 합 

금 원소에 따라 내열 주강품의 고온 특성을 향상시키는 고유의 역할 

을 담당한다[10]. 이외에도 원섬력을 이용하여 주조를 시행할 경우 웅 

고가 원심력 방향의 냉각 방향으로 방향성 웅고가 진행되며 편석이나 

주조 공공의 형성이 억제된 균일하고 치밀한 미세조직을 얻게된다 

[11]. Nb, Ta 및 Ti의 첨가는 결정립 형태를 고온 입계 미끄럼과 같 

은 입계 취하에 강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선할 수 있다. 즉 Nb, Ta 

및 Ti의 첨가에 따라 1차 입계 탄화물의 다양한 형상 변화가 업계 강 

화에 유리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0-15]. 이외에도 Si, 

Mn의 첨가로 탈산과 내침탄성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W과 Mo은 

효과적인 고용 강화 원소로 첨가된다. 그러나 W 및 Mo는 강력한 a 

상 형성 원소로서 이들을 첨가하게 되면 완전한 오스트나이트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y 상 형성 원소인 Ni의 당량을 추가로 조절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B와 Zr은 입 계 강화 원소로서 0.1 wt% 미 만 

의 극소량이 첨가되어 고온에서의 입계 취하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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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재료 제조공정 

내열주강의 고온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공정상에 있어 

서 원섬주조법이 주로 도입된다. 원섬주조는 용탕을 빠른 속도로 회 

전되는 몰드에 주업시키고 원심방향으로의 냉각과 웅고를 유도시켜 

조직의 치밀성과 일방향성 웅고조직을 얻어내는 주조법이다. 조직의 

치밀성은 원심력에 의한 일종의 압탕효과에 의하여 공공 둥 웅고결함 

을 감소시키는데서 얻어진다. 또한 원심방향의 냉각효과로 방향성 웅 

고가 진행되는데 그 방향으로 성장되는 업계는 결국 사용할 때 내부 

압력에 의한 힘 방향에 대하여 업계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응력의 업 

계방향성을 구성함으로서 업계 취화 억제 및 고온 크리프 강도와 수 

명을 증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원섬주조로 제조되는 내열주 

강에 있어서는 미세조직이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 

섬주조 공정상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용탕의 주입온도， 몰드 예열 

온도， 원심 회전속도 및 냉각수압(냉각속도) 등의 변수에 따라 조직의 

치밀성과 적절한 업계 방향성 및 결정립 크기가 좌우되며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 도입된 원심주조 설비 

와 제조기술 실정은 일부 정해진 합금계에 대해서 일정한 두께 및 길 

이 형태의 부품에 대해서만 제조방법이 규격화 되어 있을 뿐 전반적 

인 제조조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실정에 었다. 이에 따라 각종 다 

양한 내열주강 합금계의 고온용 튜브나 부품에 대한 조직의 치밀성， 

업계 방향성 및 업계크기 제어 둥에 정확하고 개연성 있는 제품생산 

기술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고온재료 부식 

고온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계 및 부품의 경우 열， 역학 및 화학 

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를들어 가스터빈기관에서는 대기중에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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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염과 연료중에 들어있는 유황성분에 의해 심각한 고온 용융염 

부식이 일어난다. 그러나 고온 용융염 부식평가에 관한 통일되고 표 

준화된 평가기술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고온재료의 개발 및 실 

제 사용조건에서의 성능을 예측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왔다. 금속의 

부식은 영향인자가 대단히 많을 뿐만아니라 그 영향인자가 서로 복 

합해서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부식시험에서는 신뢰성 

(reliability)과 재 현성 (reproducibility) 이 가장 중요하다. 일 반적 으로 

부식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서 행해진다. 

- 어떤 특수한 환경 및 분위기에 적합한 재료를 선태하고 평가 

한다. 

- 어떤 환경에서 

한다. 

극~-2-
-0 '- 내식성을 나타내는 금속 및 합금을 개발 

- 어떤 금속 및 합금이 사용되는 환경 및 분위기의 부식성을 평 

가하고 감소시킨다. 

어 떤 형 태 의 부식 성 이 발생 하는 기 구(mechanism)를 조사하고 

그 부식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내구성이 높은 고온용재료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서는 재료 

제조기술외에도 고온염 내식성 등의 내구성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평 

가 할 수 있는 방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간 이러한 문제의 해결 

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아울러 많은 새로운 방법이 제 

안되어 왔으나， 아직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내구특성을 실험실적인 방 

법으로 측정 · 평가하여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재료의 내구수명을 평 

가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재현성이 높고 정확한 평가방법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외국의 연구사례는 미 

국의 ASTM과 EC(COST 50 Program) 등에 의해 수행된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있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의 Versailles에서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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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7개국(G7국가) 정상회담의 결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G7국의 

유수한 표준 관련 연구기관(미국의 NIST, 영국의 NPL, 독일의 BAM, 

일본의 NRIM 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V AMAS(Versailles Project 

on Advanced materia1s and Standards) project가 었다. 이 project의 

연구 주제 13개중에 포함되어 있는 한 분야가 고온염 부식이며， 공히 

재현성이 높은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연구목표이다[17]. 

1) 고온재료 부식시험 방법 

고온재료의 내식성 평가기술은 실제 사용환경이 복잡하고 작 

동조건이 다양하여， 실제 환경 및 조건에 근접하며 또한 재현성도 높 

은 평가 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고온부식시험은 

실 험 실 시 험 Oaboratory test)으로 도가니 시 험 (crucible test) [18,19], 전 

기 화학적 시 험 (electrochemica1 test) [20,21], 가속산화시 험 (accelerated 

oxidation test) [15], 각종의 버 너 리 그시 험 (bumer-rig test) [19，23]이 이 

용된다. 

가) 도가니 시 험 (Crucible Test) 

재료의 용융염 내식성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적 

절한 조성의 용융염에 시편을 침적 (imrnersion)시켜서 시험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보통 도가니시험이라고 불리는데， 원래에는 내식성이 

높은 초합금의 신속한 선별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용융염에 완전히 침지되거나 박막상으로 합금에 부착되기 때문에 실 

제의 경우보다 부식조건이 가혹하여 재료선정의 목적으로 유용하다. 

부식정도는 단면의 두께측정 [24] ， 탈스케일 후의 무게감소 퉁으로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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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기 화학적 시 험 (Electrochemical Test) 

전기화학적 시험에서 시편은 도가니시험과 같은 환경에 노 

출된다. 실 험 장치 는 용융 염 전해 액 , reference electrode, working 

electrode, 예비전극 둥으로 구성된다. 시험의 목적은 혼합염의 특성을 

연구하거나， 부식저항성을 결정하는 것이며， 특히 부식기구규명의 용 

이함과 신속한 부식속도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의 대 

상이 되고 었다. 또한 용융염에 의한 고온 부식은 본질적으로 전기화 

학적인 현상의 하나이므로， 수용액에 의한 부식연구에 사용되는 전기 

화학적인 시험법이 고온에서도 적용가능하다. 

다) 가속산화시 험 (Accelerated Oxidation Test) 

이 방법은 용융염을 도포한 판상의 시편을 특정온도의 산 

화성분위기에서 그 중량증가를 측정한다. 연속적인 무게 대 시간의 

변화는 고온부식의 kinetic을 정의하는데 유용하다. 이 방법은 용융염 

이 박막으로 시편의 표면을 덮기 때문에 도가니시험보다 실제 분위기 

에 가깝고， 실험조건을 세밀히 제어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진다. 새로운 

내식성재료 및 보호피복의 개발에 있어서는 가속시험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 버너리그시험 (Burner Rig Test) 

가스터빈내의 연소환경과 가장 가깝도록 고안된 것이며 재 

료의 시 험 과 평 가에 이 용되 는 시 험 은 bumer rig 또는 flame tunnel시 

험이다. 시험장치는 가스 또는 액화연료를 위한 버너， 연료공급장치， 

연소챔버， 시펀챔버 둥으로 구성된다. 이 시험은 실제로 연료를 연소 

시켜 그 배기가스를 일정온도로 직접 시험편에 뿜는 것으로 염의 첨 

가방법과 가스압의 차이 퉁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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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험은 운전상태를 재현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운전비용이 

많은 것이 결점이다. Bumer rig의 작동조건은 항공기， 선박， 산업용 

풍의 소재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시험변수로는 가스압력， 속도， 

시면온도， 염의 조성과 연료-공기의 혼합 비율 등이 있다. 

2) 고온재료 부식기구 

용융염에 의한 고온부식의 단계는 용융염의 형성， 합금표면에 

의 부착， 용융， 산화피막과의 반웅， 비보호성화， 이상부식의 단계로 진 

행된다[25，261. 고온부식에서의 화학적반웅은 열역학적， 동역학적으로 

완전한 분석은 매우 어렵다. 합금의 고온부식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초기단계와 전파단계로 나뉘어진다. 초기단계는 부식속도가 느리고， 

전파단계는 부식속도가 빠르고， 파멸적이다. 그러나 모든 합금에서 반 

드시 이 두단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초기단계 

초기단계동안 보호적 스케일을 생성하는데 유용한 원소(Al， 

Cr)의 감소를 나타낸다. 그후 스케일을 통한 화학원소(S， Cl 둥)의 침 

투에 의해 합금중에 유화물， 염화물 퉁이 형성되며， 염 (sa1t)중으로 산 

화물의 용해가 일어난다[27]. 결국 선택적인 산화에 의해 생성된 보호 

성 장벽은 효과가 없게되어 고온부식과정은 전파단계로 들어간다. 초 

기단계의 길이는 수초부터 수천시간까지로 다양하고， 합금조성， 합금 

조직， 염조성， 분위기， 온도， 염의 두께， 시료의 형상 및 마모조건의 

유 • 무 둥 대단히 많은 인자에 의존한다. 이들 인자들은 합금에서 필 

수조건으로 고려될 수 었고， 다음에 오는 전파단계의 성격을 결청하 

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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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전파단계 

초기단계의 종료에 이어서 스케일을 통해 s머t가 국부적으 

로 침투하고， 스케일/합금계면을 따라 넓게 퍼진다. Salt가 저산소활량 

의 장소에 도달하고 Al 또는 Cr이 감소된 합금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는 일반적으로 급속한 전파단계를 초래한다[27]. 따라서 전파단계에서 

는 비보호성 반웅물이 생성된다. 이 전파단계는 수종의 rnode에 따라 

진행된다. 그 중에서 salt fluxing반웅에 의한 rnode가 가장 많이 알려 

져있다. 이 반웅에 의한 생성물은 반응생성물이 액체상태로 용해되어 

침전되는 fluxing반웅으로 인해 비보호성 장벽의 특성을 띄게된다[28]. 

실험적인 조건에 따라 여러공정이 있다. 특히， 합금조성， 가스조성， 온 

도와 침전특성에 따라 다르다. Salt fluxing반웅은 산화물스케일이 음 

이온으로 염중에 용해되는 염기성 fluxing과 스케일이 양이온으로 용 

해되는 산성 fluxing으로 냐누어진다. 염기성 fluxing의 개념은 

Bomstein과 DeCrescente에 의 해 처 음으로 제 기 되 었으며 , Goebel과 

Pettit[29] 퉁이 제안한 부식기구로서 부식은 먼저 합금/용융염 경계면 

에서 용융염에 의해 합금이 산화됨으로서 시작되며， 이에 의해 용융 

염 내에 산소농도의 구배가 생긴다. 즉 산소농도는 합금/용융염 경계 

면에서 낮으며 용융염속으로 들어갈수록 높아진다. 산성 fluxing은 산 

소이온들이 산소에 의해 용융퇴적물속으로 유업되는 반웅에 의해 비 

보호성 산화스케일이 생성된다. 또한 이는 부식반웅이 자발적으로 

지속(self-sustaining)된다는 점과 합금에 소량의 용융염이 부착되어도 

광범위한 부식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염기성 fluxing과 구별되며， 용융 

염 의 산성 화(acidification)는 두가지 과정 에 의 해 합금상에 용융퇴 적 된 

다[23]. 하냐는 합금에 관련된 것으로 합금유도산성포텐셜에 관련되며， 

이 형태의 산화물 용해는 Mo[30] , W[31J, V[32] 동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합금에서 냐타나며， 그 과정은 먼저 Mo, W의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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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융염에 용해되어 각각 molybdate와 tungstate를 생성시키면서 

시작된다. 다른 하나는 가스에 관련된 것으로 가스상과의 상호반응에 

의해 확렵된다. 

3) 합금원소의 영향 

나켈기 초내열합금은 (J, r' 상과 같은 금속간화합물과 boride, 

carbide 둥 매우 복잡한 미세조직을 가진다. 개개의 합금상들은 고온 

부식공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고온부식에 대한 각 

상들의 영향을 연구한 예는 적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각의 원소들 

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시도했다. 여기서는 고온부식저 

항성에 대한 각 원소의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Cr은 Fe-, Ni-, 

Co-기 합금에서 매우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r은 함유량이 20 

% 이상으로 되면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낸다. 단 Mo과 Al이 다량 공 

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Ni기 합금에 Cr 첨가에 대한 실 

용적인 한도는 o 또는 다른 TCP상들의 고용한계에 었다. 또한 Cr의 

함유량이 증가되면 기계적 성질이 떨어져서 사용한계온도는 저하된 

다. 따라서 Cr의 첨가량이 한정되고 내식성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Al은 y ’ 상의 형성에 의해 Ni기 합금을 강화시키기 위해 첨가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고온부식저항성에 대해 Al의 유해성을 보고했다 

[32,33]. Y, La, Ce 등의 희토류원소는 유효한 원소로 알려져 었다. 이 

러한 원소의 첨가기구는 내산화성， 내황화성의 개선기구와 동일하다 

고 생각된다. Y2Û3, C영03 등을 첨가한 산화물 분산강화합금도 우수한 

고온부식 저항성을 나타낸다[25，26]. 고온부식저항성에 대한 많은 연구 

를 통해 Cr과 Y는 유익하게 확인되었지만， 다른 원소의 효과에 대한 

일관성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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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 전환체의 산화거동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전환된 금속 전환체는 거의 대부분이 우라늄 

-238이며， 이 외에도 원자로로부터 핵분열 시 생성된 핵분열생성물로 

부터 전환된 여러 가지 금속이 미량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용후핵 

연료로부터 전환된 금속 전환체에 대한 산화거동연구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며， 단지 원자력 개발을 위한 연구 

초기에 주로 수행되었던 우라늄 금속 핵연료 및 핵무기로의 사용을 

위한 금속 우라늄의 연구에서 일부 산화거동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순수한 우라늄 금속만의 산화거동과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전환된 여러 

가지 금속이 섞여 있는 사용후핵연료 금속 전환체의 산화거동은 상당 

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구의 초기단계인 관계로 금속 

전환체 자체에 대한 산화연구 관련 연구현황은 전무한 상태며， 따라 

서 여기서는 우선 산화거동의 바탕이 되는 순수 금속 우라늄에 대한 

산화거동 연구현황을 알아본다. 

가. 금속 우라늄의 기본특성 

금속 우라늄은 용융점이 약 1,130 .C로 타 금속에 비해 비교적 

낮으며， 밀도가 19.05 glcm3 나 되는 중금속이다. 상 변화시 비둥방성 

성장을 하며，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로 사용될 때 핵분열생성물에 의 

해 부피팽윤 현상을 보인다. 온도에 따라 a , β ， r 세 가지 상이 존 

재하며， 이 세 가지 상의 결정구조와 여러 가지 특성은 상이하다. 표 

l에 세 가지 상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와 그때의 상 변화열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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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at of transformation of uranium meta1 

Heat of transformation Temp.(OC) 

Transformation 

caVg kc외/mol Cooling Heating 

a • β 2.86-2.99 0.68-0.71 656.7 665.6 

β • y 4.80-4.89 1.14-1.17 766.5 771.1 

y • melting 1129.6 1129.8 

Fusion 19.8-20.0 4.72-4.76 

Vaporisation 450 107 

Sublimation 490 117 

a-우라늄은 실온으로부터 약 660 .C까지 나타나며 orthorhombic 구 

조를 나타내고 단위셀당 4개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a-우라늄의 

공유결합은 강한 편이어서 자유전자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다른 

상의 우라늄보다는 열전도도가 떨어지나 경도나 취성과 같은 기계적 

성질은 매우 강하다. 

β -우라늄은 660 .C 와 약 770 .C 에 서 나타나며 tetragonal 구조를 

나타내고 단위젤당 30개에 달하는 원자를 가지고 있는 복잡한 구조이 

다. a-우라늄 보다는 약하지만 역시 비퉁방성을 나타낸다. 

r-우라늄은 770 .C 이상에서 나타나며 BCC 구조를 보이고 단위젤 

당 2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으며 a , β 와는 달리 전형적인 금속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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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함께 등방성을 보인다. 

우라늄의 밀도는 온도와 구조， porosity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0 OC 

에서 19.24 glcm3며 1,100 oc 에서는 17.56 g/cm3 로 온도에 비례하여 

민감하게 변한다. 우라늄의 열전도도는 철의 1/2, 구리의 1/13 정도의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 18 oc 에서 우라늄의 비열(0.028 caνg 

-atom/degree)은 구리 (0.092 caVg-atom/degree)의 1/3이 고 철(0.112 

caνg-atom/degree)의 1/4 정도로 낮은 값을 갖고 있다. 

나. 금속 우라늄 산화의 일반적 성질 

우라늄은 다가(多價)의 금속으로 화학작용이 다양하며， 공기 중 

실온에서도 느린 산화현상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강철과 같은 색이었 

다가 산화가 진행되면 약간 노란빛을 띤다. 그리고 산화층이 점점 짙 

은 색을 나타내다가 3-4일 후에는 금속 우라늄 표면은 검은 색으로 

변한다. 부식거동은 철과 유사하며， 건조한 공기나 다른 분위기에서는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큰 편이지만， 습기가 있을 경우 부식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우라늄의 산화반웅은 시간에 대한 무게증가가 

처음에는 포물선형을 보이다가 나중에 선형형태를 나타낸다. 자연발 

화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단계인 U308 형성 시 생성되는 열량이 

281 ,000 caνgr없n atom이 다. 

다. 산화분위기에 따른 산화거동 

우라늄의 산화반웅은 시펀의 두께， 고착성， 그리고 산화층의 당 

량과 같은 표면조건에 크게 의폰한다. 산처리한 시편은 부식이 빠른 

반면[34J ， 전기연마 시편은 산화를 더디게 하므로[34，35J ， 전기연마 처 

리한 시편이 산 처리한 시편보다 부식에 더 강하다[36]. 우라늄의 산 

화속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며， 그 중 무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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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속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며， 그 중 무게이 

득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 수증기와의 반 

웅의 경우 수소측정 방법도 흔히 쓰얀다. 간섭계를 사용한 산화막의 

성장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37，38]. Ellipsometry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측정방법이 직접적이지 못하고， 그렴을 재해석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39，40]. 

우라늄의 산화반웅은 노출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한다. 

우라늄-기체 

우라늄-수중기 (혹은 물) 

• 우라늄-기체-물 

1) 기체와의 반웅 

대부분의 경우 활성화 에너지를 결정하고 다른 연구결과와의 

일치성을 보이기 위하여 산화거동을 Arrhenius plot 형태로 나타낸다. 

반웅을 간략히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첫 번째는 기체가 금속표 

면에 홉착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흡착된 기체가 금속 표면과 반웅 

하는 단계이다[41]. 첫 번째 단계는 산화반웅이 Langmuir' s isotherm 

과 같은 홉착 isotherm의 거동을 따르며， 이는 홉착된 기체의 양에 비 

례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홉착된 기체의 양의 역수와 기체 압력 

의 역수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산화율의 역수는 gas 

pressure의 역수와 비례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간략한 형 

태의 식이 성립된다. 

1 1 a 
k(p) - k(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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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p)는 압력 p에서의 산화율이고 k(∞)는 무한압력에서의 산화 

율이며 a는 압력과는 무관한 값이다. 위의 식은 uranium-oxygen 반 

웅 이 oxygen pressure에 얼마만큼 의 존하는uranium-oxygen-water 

반웅이 상대습도에 얼마만큼 의존하는가를 판단할 때 자주 쓰이게 된 

다. 

2) 물과의 반웅 

그 동안 산소가 없는 분위기에서 수증기와의 산화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36 - 38,42 - 511. 이를 순수한 수증기， 혹은 우라늄과 물의 

반웅이라고도 하고， 이때의 산화반웅속도는 온도， 수중기압 그리고 산 

소압에 의존한다. 25,000 vpm 정도의 수중기는 100-200 oc 사이에서 

는 11배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만 50-75 oC , 250-300 oC에서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모든 연구자들은 우라늄과 물의 반웅은 산소 

기체를 첨가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약 0.1 %의 초과농 

도로 전체적인 반웅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 정도 산소 양은 수소 기체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산소의 양이 더 많아지면 습윤 공기와의 반웅에 가깝다. 반대로 

산소의 양이 반웅 억제치 이하로 낮아지면， 반웅속도는 순수한 물과 

의 반웅 수준까지 가속화되고 수소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3) 기체 및 물과의 반웅 

습윤 공기와의 반웅이라고도 한다. 우라늄이 습윤 공기 분위기 

의 시스템에 봉해진 상태에서 산소가 감소되면， 부식은 급속히 진전 

되고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공기의 재 유입이 이루어질 경우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 습윤 공기와의 반웅의 경우 고 

정된 옹도에서 수증기압에 대한 반웅속도와의 함수관계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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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표현할 수 있다[52]. 

- 0-2 % 정도의 상대습도를 포함하는 낮은 수증기압 영역에서는 

증기압이 증가할수록 산화속도도 증가한다. 

- 2-90 %의 상대습도를 포함하는 영역에서는 산화속도는 거의 

일정하다. 

- 90 % 이상의 상대습도를 포함하는 영역에서는 산화속도가 증가 

하며 포화상태 (100 %)가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 

라. 순수한 산소에서의 금속 우라늄 산화거동 

300 oc 이하에서 질소는 우라늄과 반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온 

도 영역에서 우라늄과 건조공기와의 반옹은 우라늄과 산소와의 반응 

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라늄과 불과의 반웅의 경우라도 수분 

의 함량이 10-20 vpm 정도일 경우는 건조공기로 취급댄3]하기 때문 

에 이 역시 우라늄과 산소와의 반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라늄과 산소의 반옹은 습윤 공기나 수증기와의 반웅에 비해서 비교 

적 느리게 일어나고， 따라서 200 oc 이하의 온도에서는 무게이득을 
쉽게 측정할 수 없다[54]. 

McGillivray 둥[54]은 115-350 oc 온도범 위 와 0-47 kPa의 수증 

기압 습윤 공기 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예전에 보고된 자료 

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온도와 수증기압의 특정배합에 관계없이 우 

라늄의 산화를 측정할 수 있는 모텔을 새로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델 

의 개발은 산화율의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고， 산화율의 계산 또한 많 

은 시 간을 소모하게 하였다. 산화반웅 속도는 온도， 수증기 압， 그리 고 

산소압에 의존한다고 하였으며， SIMS를 사용한 표면연구로 자신이 

제안한 기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제안한 모텔은 수증기의 

함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소 분위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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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화층이 1 μm 정도가 되면 산화층의 바깥 부분이 계속 균열되면 

서 산화율은 선형의 모습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ennett 둥댄5]은 200-300 .C 의 공기 중에서 조사된 우라늄과 미 

조사 우라늄에 관하여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미조사 시편이나 조사 

시편의 모든 실험조건에서 반웅 속도는 하나 또는 두 개의 rate 

constant를 가지 는 linear rate law로 표현 가능하다고 하였다. 

Ritchie [56]는 우라늄 산화에 대한 review에서 40-300 .C 의 온도 

범 위 에 서 reaction rate는 6.9 x 108exp( -18,3oo!RT) mg!cm 2
• h 라고 

하였다. 또한 우라늄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형태로 산소와 반웅한 

다고 하였다. 

U+(철죠) O2 • U02+x 

약 200 .C까지는 x값이 0.2에서 0.4 정도 범위에서 

hyperstoichiometric 따anium dioxide 형 태 의 산화가 진 행 [55，57]되 고 

275 .C 이상의 온도에서는 U308도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Bennett 등[53] 이 carbon을 이 용한 equilibration 방법 과 X-ray 분 

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Waber[57]는 두 가지 온도영역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100 .C 미만 

의 산화의 경우 반웅 초기에는 산화층이 다소 보호적인 역할을 하며， 

산화층이 약 750 A 정도가 되면 산화층의 파쇄가 중요해진다. 이때 

의 파쇄형태는 깊은 틈 형태가 아니라 표면에 평행한 납작한 껍질형 

태이다. 185 .C 이상의 산화에서 활성화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소량 

의 중간단계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금속 우라늄 

산화에 서 는 tetragonal oxide (U02.정 혹은 U205)가 이 러 한 중간단계 

화합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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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기 등[58]은 산소분위기， 150-340 .C 온도영역에서 산화거동 

을 예측할 수 있는 산화식을 도출하여 7 wt% 무게이득 조건 이하에 

서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었다. 

1_ 14.200 \ 

k = 2.16 X 105 e \ RT I [ωt %/hJ 

4. 우라늄 금속의 용해와 주조 

우라늄은 산화성이 강하여 공기 중에서 용해주조가 불가능 하며 , 

수소， 산소， 질소 등 포화 기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진공 탈개스 방법 

이 필요하므로 진공 유도용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도가니는 

일반적으로 흑연도가니를 사용하는데 탄소가 흔업되는 것이 문제다. 

흔업된 탄소는 우라늄보다 Mo, Ti, Zr, Nb 둥의 합금원소와 친화력이 

우세하여 이러한 원소들과 결합하여 용탕 상층으로 부상하게 되므로 

합금의 조성을 변화 시키고 상하 펀석을 유발시킨다. 탄소의 혼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흑연 도가니 및 주형 내부에 내화 물질(Zr02 ， 

Y203)을 도포하여 사용한다. 도포 기술은 1400 .C 까지는 확립되었다 

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도포층이 흑연과 반응하여 박 

리되기 때문에 순수한 우라늄 금속을 얻기가 곤란하다. 진공 유도 용 

해주조의 특징은 온도조절이 용이하며 유도전류에 의한 교반작용으로 

합금원소의 편석 방지가 가능하다. 또한 우라늄은 산화성이 높기 때 

문에 진공 용해 주조 방법을 사용하나 과도한 진공도(10-4 -10-5 torr) 

를 사용하면 Th, Pa 등 딸핵종 원소를 포함한 불순물이 상부에 펀석 

하게 되며 낮은 진공도에서는 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통 

하여 합금에 따라 최적 진공 조건00-2 -10-3 torr)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우라늄의 용해 주조 기술은 우리 연구소의 방사선 차폐재료 

개발， 우라늄 합금제조 연구， 연구로용 핵연료재료개발 퉁의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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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어느정도 축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주물의 주조결함 

우라늄 합금의 주조는 일반적으로 출탕온도에서 용탕의 유동성 

이 양호하고 주조제품의 형태가 대부분 간단하여 탕구 및 압탕 퉁 설 

계상 복잡한 면은 없으나 주조조건에 따라 많은 결함을 발생시켜 건 

전한 주물을 얻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에 나타낸 fish 

bone diagram과 같이 주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장입원료 

의 형태， 장입방법， 가열방법， 출탕옴도， 출탕속도， 진공도， 주형의 예 

열온도， 냉각속도， 도가니 및 주형의 도포상태 둥을 들 수있다. 주물의 

주조결함의 종류와 발생요인 및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59-61]. 

1) 수축공 

주형에 주입된 용당은 주형의 벽면을 통하여 냉각되므로 주 

물의 가장자리는 과냉상태에서 다결정의 chilled zone이 형성되고 온 

도구배가 완만해지면서 웅고면에서 결정구조가 다른 선택적인 웅고 

발달로 중간부분에 주상정이 형성되며 중앙부분은 결정성장이 서로 

만나는 곳으로 응축 결정의 퉁방정이 형성된다[62]. 용탕이 웅고될 때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웅고면의 상단의 중앙으로부터 중심선에 따라 

수축공이 존재한다. 그러나 웅고가 진행되는 동안 과냉에 의하여 수 

지상 조직이 성장하여 액상과 고상이 공존하는 상태가 존재하고 수지 

상조직의 발달로 용탕의 공급을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폐쇄된 

영역에는 수축하는 부피 만큼 감압이 되므로 이 주물 중심부의 깊은 

곳 까지 발생하게 된다. 

수지상 조직의 생성은 순금속에서는 열적과냉 현상으로 발생이 가 

능하나 실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합금에서는 조성적 

과냉 현상으로 수지상 조직이 발달한다. 

2) 기 공(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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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주조조건과 주조결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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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은 응고가스의 발생과 수축에 의한 부(-)압의 발생에 기여한 

다. 금속의 가스용해도는 가스분압， 온도， 상에 따라 변화된다. 

@ 가스분압 관계는 H2, 02, N2등의 이원자 분자와 같이 용해도가 

작은 가스에 대하여 Sivert 법칙이 이용된다. 

Cg = kVP 

여기서， Cg 가스의 용해도， 

p: 가스의 압력 K= 상수 

즉， 금속의 액상 또는 고상에서 가스압력의 자숭근에 비례한다. 

@ 금속의 온도 증가에 따라 가스용해도는 많은 증가를 나타낸다. 

용해도가 작은 가스에 대하여 일정한 가스 압력에서 온도와 용해도는 

지수 관계가 있다[64， 651 

C" = 효L요 
g RT 

여기서 B 상수， 

Q : 1몰 가스혼입 일량， 

R: 기체상수 

T: 온도 

@ 액상으로서 고상으로 변태하며 가스용해도는 급강하 하는 현상 

이 있다[64， 651 가스에대한 이러한 현상에서 용탕을 냉각시키면 웅고 

면 주위에는 과포화된 상태가되며 가스압은 증가한다. 가스압력과 기 

포 생성관계는 핵생성과 성장이론이 적용된다. 

p~ - P, = 요L 
b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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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r 표면에너지， 

Pl : 액상압력 

r 기공의 반경， 

Pg : 가스압력 

따라서 과포화도가 클수록 가스압력이 증가되고 기포의 크기가 증 

가된다. 주물은 수지상조직이 생성됨에 다라 수지상조직 내에 폐쇄된 

웅고부분에 negative 압력이 발생되어 Pl의 값이 감소되므로 기포의 

형성이 조장되어 용탕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구모양의 결함이 

생긴다. 구형태의 주조 결함은 직경이 약 2 mm보다 큰 것은 blow 

hole이라 하며 그 이하는 pin hole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기공은 열간 

가공시에는 가스가 재홉수되면서 hole에 대하여는 긴 slit과 같은 결함 

이 생성되어 강도가 감소된다[65]. 이러한 기공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방향성웅고를 시켜서 생성가스에의한 기포가 위로 부상되도록 하고 

수지상 형성을 억제하여 폐쇄된 웅고 구역이 없도록 한다. 

3) 편석 

우라늄 기지 금속에 합금원소와 불순물이 위치에 따른 농도 

변화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단일 결정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거시편석 

과 미시편석으로 구분한다[62]. 

거시편석은 열처리 및 소성가공에 의하여 균일화 시킬 수 없는 편 

석으로 다음과 같은 원언을 들 수있다. 

@ 합금원소와 기지금속의 비중이 차이가 크고 도가니에서 교반이 

불충분 하면 상， 하층의 합금원소 농도차가 발생한다. 이편석을 억제 

하기 위해서는 용탕교반이 효과적이다. 

@ 융점이 높고 비중이 낮은 합금원소 첨가， 합금에서 응고시에 저 

밀도의 고체가 먼저 웅고 될 경우 부력현상으로 부상되어 상부는 합 

금원소의 농도가 높은 주물이 형성되며 웅고면에서도 부상되는 현상 

과 상부의 합금원소의 농도가 높은 용탕에서 웅고온도가 높은 현상으 

로 방향성웅고가 저해된다. 그 예로 U-Zr과 U-Nb를 들 수 있다.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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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법은 냉각속도 증가에 의한 부상방지와 심한 방향성웅고 유도를 

들수있다. 

@평 형 paπition ratio가 작은 합금에 서 선 택 적 웅고에 의 하여 응고 

방향에 따라 농도 편석이 형성된다. 이 편석은 합금의 고유 성질인 

평형 partition ra디o와 합금원소의 확산 속도에 관계되며 특히 주형 

내의 용탕교반시에는 다소 증가한다. 억제방법은 냉각속도에 의한 확 

산 억제 방법을 들수 었다. 미시편석은 cellular 및 수지상 조직에 발 

생하는 편석으로 과냉이 증가하면 편석도 증가한다. 미시편석은 열처 

리에 의하여 균질화가 가능하나 편석의 크기와 열처리 시간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었다. 수지상 조직에서 가지와 간격중심간의 농도는 그 

림 6과 같다. 

A η B = !J. η BO e - (4D/L
2

)t 

여기서 D 확산계수 

t : 시간 

relaxation time = L2
/ 4D 

따라서 균질화 열처리 시간은 수지상 가지 간격의 제곱에 비례하 

므로 수지상 조직형성을 억제하여야 한다. 억제방법은 수축공의 억제 

방법과 마찬가지로 냉각속도의 증가와 주형내의 용탕교반을 들 수 있 

다. 

4) 탄소흔입 

혼입되는 경로는 유도용해 주조시 도가니 및 주형의 흑연과 

우라늄의 반웅으로(U+C • UC) 도는 대용량의 용해주조시에는 CO가 

스와의 반응으로(2U + CO • UC + UO)도 흔업된다. 우라늄의 탄 

소용해성은 a , β 상에서 거의 고용성을 나타내지 않으나 y 상에서 

는 800 oc 에서 20-65 ppm정도로 낮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으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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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에 따라 우라늄 탄화물로 생성되어 수지상， 절편， 복잡한 십자 형 

태로 존재한다. 이 석출물은 대략 20 때정도의 크기로 단단하고 취성 

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소성변형이 되지 않고 열간가공을 하 

면 파괴되어 우라늄의 소성변화 방향으로 줄 또는 띠형상으로 나타 

난다 

순금속 우라늄의 탄소혼입(0.07 -0.24 %)에 따른 기계적 성질을 검 

토하면 연신율과 단면적 변형율에는 거의 영향이 적고 항복강도와 파 

단강도는 각각 36 kg/mm'에 서 52 kg/mm'로， 23 kg/mm'에 서 31 kg/mm'로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혼입을 방지하기위해서는 적당한 도포재의 선택과 도포방법 

및 원료를 장입 할 때 도포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수소흔입 

우라늄과 수소의 용해성은 그림 7과 같이 온도에 따라 증가하며 

상변화시에는 갑자기 변화되고 용탕중에서는 온도증가에 따라 용해도 

가 크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소 용해도는 α ， ß , ì 의 모든 

상에서 Sieverts의 볍칙에 따라 수소분압의 제곱근에 비례적으로 증가 

한다. 우라늄 금속을 응고 시켜 냉각되는 동안 수소는 침입형 고용 

상태로 존재하다가 425 0C 이하로 되면 우라늄과 결합하여 UH'l를 형 

성한다 [64]. 

Table 2. UH3의 특성 

구 분
 

성 비 고 

구 조 

원자간 거리 

비 중 

경 도 

입방정 

6.634 :t 0.002 Å 

10.91 

580-690 vpn 

X-ray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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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형의 ufu 는 소성가공 및 열처리 하면 가스화 한다. 가스수소 

는 열처리 할 때 원소상태로 침입형으로 재용해됨에 따라 pin hole을 

형성하여 취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수소취화 기구는 금속우라늄 

합금의 가장 저해적인 요소로 가능한 한 함유수소를 감소시켜야한다 

[64].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탕의 탈 가스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주형 

도포재의 화학적 결합수에 의한 혼업을 억제 하기위하여 주형예열을 

700 .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연속주조 

1) 일반적인 연속주조 방법 

일반적으로 금속의 압연제품은 용해， 조괴， 균열， 분괴， 가 

열， 압연 동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있으나， 용융금속에서 직접 

빌레트(billet)를 연속적으로 주조하여 조괴， 균열， 분괴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속주조의 장점은 공정의 간략화로 설 

비비의 절약과 제품의 수율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점이 있으 

며 빌레트의 표면 및 내부의 품질이 좋아지는 이점이 있다. 

연속주주의 종류는 수직연속주조， 수평연속주조로 나눌 수 있으 

며 일반적인 수직 연속주조 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8)[69] 

@ 고주파 유도로 둥에서 용해한 용탕을 충분히 가열한 내들 

Oa버e)에 넣는다 

@ 주형 (mold)에 냉각수 및 윤활유를 흐르게 하면서 턴디쉬를 

통해 용탕을 주입하면 턴디쉬의 노즐을 통하여 용탕이 주형속으 

로 들어간다. 

@ 주형으로 흘러들어간 용탕은 주형 아래쪽에 설치된 댐퍼에 

괴어 응고를 시작한다. 

@ 주형의 상부까지 용탕이 괴변 인발을 개시함과 동시에 주형 

의 왕복운동을 시 작한다. 

@ 댐퍼의 상부에 고착한 빌레트는 내부가 아직 용융상태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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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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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냉대 

빌레트(고상) 

핀 Ã' 로율 

절단장치 

Fig. 8. 강의 연속주조법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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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댐퍼와 주형에서 나와서 순차적으로 아래로 강하하여 분무대 

의 로울러 에이프런 속을 통과한다. 이때 분무대에서 물을 분사 

한다. 

@ 분무대를 통과한 빌레트는 다시 한번 방냉대를 거쳐 핀치 로 

울을 통과하면서 중심부 까지 웅고를 완료한다. 

2) 아크 용해를 이용한 우라늄의 연속주조 장치 

일반적으로 강， 비철금속 퉁의 주조에 연속주조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라늄의 연속주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음은 미국 Battelle 연구소에서 기공이 적고 높 

은 순도의 우라늄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아크 

용해로를 개량하여 우라늄의 연속주조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70]. 그림 9에 이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냈다. 이 용해로는 

최상부， 도가니 부위， ingot 내리는 부위. 장입구， 전극부위， 진공 

시스템 퉁 6개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모든 연결부위는 진공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불활성 가스를 언제라도 원하는 기압만큼 

공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해 

chamber 안에 전극이 위치하고 우라늄이 용해 됨에 따라서 

water spray ring을 통과하여 웅고된 ingot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되어있다. Ingot를 뽑아내는 장치는 나사로 작동하는 jack으로 

구성되어 었다. 이 jack은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 

험 단계에서는 잘 작동 하였지만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개선되어 

야할 것이다. 투입구 몸체는 커버를 포함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구성 되어 있고 황동으로 된 hopper는 장입기 바로 위쪽에 위의 

셀 안쪽에 위치해 었다.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하여 원하는 속도 

로 원료를 투입할 수 었다. 전극장치는 2개의 Q-ring으로 

sea1ing 하여 위에서부터 용해로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 

으며 수냉식 구리 전극이다. 이 구리전극에 필요한 용해 전극을 

부착할 수 있으며 서보 모터에 의해 원격으로 위 아래로 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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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wer leads(-) 2. Water-colled electrode 3. Sight glasees 
4. Feed entη and vacuum tube 5. Crucible 6. Water jacket 
7. Power leads(+) 8. Water spray ring 9. Ingot lowering screw 
10. Ingot carrage 11. Neoprene ingot seal 12. Water in1ets 
13. Continuous-cast ingot 14. Water outlets 
15. Micarta insulating ring 

Fig. 9. 연속주조로와 Iowering mechanísm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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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4. 결 론 

용융염의 상태도 작성에 사용되어지는 몇가지 주요 실험방법 및 

기기들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나 한 계에 대한 상태도는 어느 특정한 

한가지의 방법만으로는 완전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X선 회절분석에 의하여는 결정상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는 얻을 수 있으나， liquidus온도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상태도의 연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병행하 

여 사용되어지며， 이에 의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상평 

형관계를 규명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전환된 금속 전환체에 대한 산화거동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지만， 이 전환체의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금속 우 

라늄에 대한 산화거동연구를 간략히 알아보았다. 

현재까지의 산화 진행형태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들을 비교 

해 보면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었다. 

a. 초기에 parabolic 형태를 띠다가 후에 선형적인 가속을 보임 

b. 부분적으로 보면 parabolic 형태를 띠지만 이러한 parabolic 형 

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선형의 모습을 나타냄 

c. 초기부터 선형의 증가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냐고 난 

뒤 좀 더 빠른 선형적 증가가 나타남 

이러한 이견은 각 연구자틀마다 사용한 우라늄 시편의 불순물 양 

이 서로 다르고 시편크기와 전처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속 우라늄에 대한 산화거동도 앞으로 좀 더 

정밀하고 더 많은 시험을 통해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사용 가능한 반 

응식， 활성화에너지 및 산화기구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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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급된 금속 우라늄의 산화거동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 

금속 전환체에 대한 산화거동을 알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합금의 

제조를 통한 모사 전환체의 산화실험 및 실제 금속 전환체 시편에 대 

한 산화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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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세대관리공정 계통분석 

현재 프랑스， 영국， 일본 및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선진 

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라늄 공급의 한계， 화석연료 사용 규제， 그리 

고 사용후핵연료 재순환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해 앞으로 사용후핵연 

료 재순환 정책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국의 

원자력환경에 적합한 사용후핵연료 재순환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핵비확산성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공정개발은 물론 긍 

극적으로 고준위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카기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미국은 EBRII 금속핵연료의 재순환을 위한 고온 야 

금공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리.정제를 위한 salt transport공정， 

ANL연구소와 Hanford연구소를 중심으로 용융염계에서 염화반응과 

전기분해반응를 이용한 salt cycle 공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1970년 

대에는 핵비확산성기준과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 부합되고， 

고속로 재순환핵연료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재순환공정의 개발을 위 

해 PDPM(pyrochemical and 며γ processing methods) 프로그램을 수 

행하였고， salt transport공정， 용융 bismuth공정， 용융 cadmium/salt 

공정동의 7 종류 대안공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71]. 1980 

년대에는 IFR핵연료주기의 개발차원에서 산화물 및 금속 사용후핵연 

료를 대상으로 전해정련공정과 연계된 salt transport공정의 flowsheet 

설정， engineering-scale up 연구이외에 장치 및 재료개발， 원격조작 

단위공정 등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미국은 산화물핵연료에 적용 

가능하고， 다른 공정에 비해 장점이 많은 Li process와 연계된 IFR핵 

연료주기를 확립하였다. 

구 소련에서는 1964년 원자력이용국가위원회 (GKAE)의 결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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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파R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고속로 핵연료주기 개발을 목적으로 

용융염을 이용한 Dimitrovgrad dry process와 분리된 산화물핵연료 

(U02, PU02)를 진동충전법으로 고속로핵연료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1978년에는 VVER 사용후핵연료중에 함유된 플루토늄을 

FBR원자로에 재순환하는 방침을 세우고， 1980년 중반에는 MOX핵연 

료 제조를 위 한 Dimitrovgrad dry process를 개발 완료하였다. 1991년 

에는 ERC(experimental research complex)에서 진동충전볍으로 

BN-600용 핵연료 집합체를 최초로 제조하였다. 

가‘ Salt Cycle 공정 

우라늄산화물는 용융염계에서 Clz 가스와 반응하여 urany 1 chloride 

를 생성한다. uranyl chloride의 용융염계 용해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공정의 개발은 EBR-II 사용핵연료의 고온야금분리공정에서 

발생되는 skull으로부터 우라늄의 회수목적하에 최초로 시도되었다. 

이는 도가니로부터 skull를 제거하기 위하여 U02 및 핵분열생성물을 

산화시키고， 용융염계의 염화반응을 이용하여 우라늄을 회수하는 공 

정이다. 

알카리 및 알카리토금속류 염화물계의 용융염를 이용한 우라늄산화 

물의 염화반응에 대한 연구는 여러 문헌에 보고되었다[72，73]. Gibson 

등은 FeCh의 촉매존재하에 CO와 Clz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beryllium 

과 thorium 산화불의 염화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Bomgren 

과 Van Artsdalen 등은 우라늄산화불의 용융염계 염화반응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Zr, Nb, Ru 및 M。등의 일부 핵분 

열생성물은 염화물의 휘발성으로 인하여 용융염으로부터 제거가 가능 

하고， 일부 원소는 염화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용융염상에 산화불형태 

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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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anford 연구소에서도 salt cycle 공정 개념설정의 일환으로 

우라늄산화물의 염화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의 공정은 그 

림 10의 flowsheet와 같이 용융염 계 에 서 우라늄 산화물과 Cb 혹은 

Cb와 HCl 혼합가스와의 염 화반응에 의 해 uranyl chloride를 제 조하고， 

용융염계에 존재하는 uranyl chloride를 전기반응조건에 따라 UOz 단 

독 전착 혹은 UOz-PuOz 공전착에 의해 UOz 및 PuOz를 회수한다 

[76,77]. 

용융염계의 uranyl chloride로부터 UOz 결정제조에 관한 연구결과 

는 기존의 여러 문헌에 발표되었으나[78J ， 모든 경우 제조된 UOz결정 

은 초마립자이며， interlock된 결정의 뭉침으로 성장된 것이다. Hampe 

는 1잃8년에 용융염에 함유된 urany 1 chloride를 전기분해하여 UOz 

결정을 제조하는데 최초로 성공하였다. Gibson과 Wassel은 알칼리 용 

융염에 함유된 uranyl chloride로부터 UOz 전착에 대한 연구를 pilot규 

모(카본전극 이용)의 cell에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Smiirnov와 

Ivanovsky 등은 용융염계에서 UOz 양극의 전해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양론적으로 UOz가 음극에 전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Hill, 

Perano와 Osteryoung 등은 450 oc온도 조건에서 Pt(II)-Pt(O) 표준전 

극을 이 용하여 UOz(VI)-UOz(N)의 표준 전위 Exo -0.285 V를 측 

정하였다[79]. 그리고 Gibson - W assel는 음극에 전착된 UOz결정을 분 

석한 결과， 아주 견고한 interlocking된 모수석모양(dendtric)의 결정이 

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Hanford 연구소는 0.5 V 이하의 전압과 

graphite 전극을 사용한 조건에서 UOz의 결정형태와 전착물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전착공 

정에 대한 실험실 및 pilot 규모의 실험을 통하여 순도， 이론적 밀도 

및 화학적 조성의 기준에 적합한 UOz 전착조건을 확립하였다[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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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ow sheet of salt cycl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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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imitrovgrad Dry Process[81 -85] 

Dimitrovgrad dry process는 미국의 Hanford 연구소에서 개발된 

salt cyc1e 공정과 거의 유사한 공정으로， 러시아의 RIAR연구소에서 

고속로 핵연료주기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정이다. RIAR연구소 

의 Dimitrovgrad dry process는 compact하고， 폐 기 물의 발생 량이 적 

어 상대적으로 핵연료주기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제공한다. 

R머R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염화물계 용융염에서 우라늄， 플루토늄과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적 

거동 

。 UOz 전착， PuOz 침전결정화 및 UOz-PuOz 공전착공정 기술개발 

。 상기 공정에 이용되는 원격조작 장치 개발 및 시험평가 

O 실험실 규모의 연구복합시설 건설 

- MOX핵연료제조 시설 

- 진동충전법을 이용한 BOR-60 혹은 BOR-600용 핵연료 제조시 

λ4 
E코 

본 공정의 주요장치는 chlorator-electrolyzer-pyrographite, 음극， 양 

극 및 가스공급관 등으로 구성되며， 그외 음극 전착물의 분쇄장치， 용 

융염 분리장치， 건조기 및 등급기 둥의 보조장치둥이 포함된다. 이들 

장치는 운전의 원격화를 기본적연 설계요건으로 하여 설계.제작 되었 

고， hot cell 실증시험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리고， RIAR연구소에서는 

Dinùtrovgrad dry process, 진동충전법， 재순환핵연료 조사， 방사성물 

질 취급시설 등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DOVIT A Cdry oxide vibropac 

integral transmutation of actinides) 소멸처 리 프로그램를 199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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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1) MOX핵연료 제조 

가)UQz 전착공정 

우라늄 산화물은 NaCI-KCl(혹은 NaCl-2CsCD 용융염계에서 

염화반응에 의해 U02Cb7} 생성되고， 생성된 U02Cb는 전기분해반응 

에 의해 U02로 환원된다. 전기분해의 전해조건에 따라 99-99.5 %의 

UQz 회수가 가능하다. 결정형 우라늄산화물 핵연료제조의 주요 공정 

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pilot 규모의 실험결과， 단기냉각 사용후핵 

연료(연소도 7.7 % 냉각기간 :6개월)로부터 99 %의 U02 회수가 가 

능하였다. 

나) Pu02 침전공정 

NaCI-KCl의 용융염계에 용해된 플루토늄 염화물은 산화 및 

열분해반응에 의해 결정형의 PU02가 침전된다. 침전된 PU02의 평균 

입자크기는 약 20 - 100 때이었고， 밀도 등 물리적 특성이 매우 양 

호하였다. 

다) U02-PU02 공전착공정 

U02-PU02 공전착공정은 NaCI-KCl 용융염계에서 염화반응과 

산화반응에 의해 전기분해 특성이 있는 U02Cb 및 UC14, 그리고 

Pu02Cb 등을 제조하는 공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기분해공정은 

Clz-02 혼합가스를 용융염에 주업하는 조건에서 수행된다. 실험결과， 

음극에 전착된 플루토늄의 분율은 용융염내 plutonyl이온에 의해 결정 

되는 반면에 우라늄의 분율은 전류밀도에 의하여 결정됨을 확인하였 

다. 그럼 11과 같은 flowsheet에 의해 공전착된 결정형의 UOνPU02는 

불순물의 함량， 이론적 밀도등의 물리적 특성이 매우 양호하였다. 전 

착된 공전착물은 용융염로부터 제거되고， 분쇄후， 진동충전공정으로 

도입된다. 제조된 핵연료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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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2( U308) + PU02 

RecycIed products ~ Chlorination 

Chlorator-
electrolyzer 

Preparation to 티ectrolysi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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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ysis J-
Recycled 
Products Cathode deposit 

Reprocessing 
Granulate Preparation 

• Crushing 

• Salt Removal 

• Vacuum calcination 

• Classification 

U02 - PU02 into pin 

Fig. 11. Flowsheet of granulation process of mixed UOrP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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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랴.회수된 전착물의 특성 

구 1 님E U02 PU02 U02 - PU02 

Density(g/c미) 10.7 - 10.8 10.9 10.7 

Bulk density(g/cm’) 6 - 6.2 4.0 6.0 

Vibropac density(g/c마) 8.8 :t0.2 8.8 

O/U 비 2.00+0.01 

Clz 함량(%) 0.003 0.002 0.006 
C 함량(%) 0.007 0.005 0.006 

Am 제염계수 70 50 

2)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RIAR 연구소는 플루토늄 재순환에 의한 고속로 재순환주기의 

flowsheet를 그림 12와 갈이 설정하고， 1991년 12월로부터 1992년 3월 

까지 BN-350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pilot 규모의 실증실험을 수행 

하였다. 4.1 kg의 핵연료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재순환핵연료의 요 

건에 적합한 결정형의 PU02 제조가 가능하였고， PU02의 회수율은 약 

87.6 %이 었다. FP와 불순물은 U02와 phosphate침 전물의 matrix에 고 

정화하여 장기저장과 최종처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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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BR closed fuel cycle flow-sheet with plutonium recycle. 

3) 고속로핵연료 제조공정 

가)UÛ2 전착공정 

1 V의 전압조건에서 용융염계로 부터 UOz 와 일부 핵분열생 

성물(Zr， Nb, Ru, Rh, Pd, Ag)등은 음극에 전착된다. 그외 Zr과 Nb등 

도 음극에 전착된 UOz와 반응하여 용융염로부터 분리된다. U02와 일 

부 핵분열생성물은 용융염의 플루토늄 함량이 15-20 %에 도달할 때 

까지 재전착과정을 거친다. 이는 다음의 PuOz 침전공정의 플루토늄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 Pu02의 침전공정 

용융염계의 플루토늄 염화물은 Clz-02 혼합가스와 반응하여 

플루토늄산화물로 침전된다. 침전공정에서 약 99.5-99.9 %의 플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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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이 회수된다. 

다)UOz 재전착 및 용융염정제 공정 

ClrOz 혼합가스에 의해 재용해된 우라늄산화물과 핵분열생성 

물은 1.98 V의 potential의 조건하에서 음극에 재전착된다. 용융염에 

잔류하는 핵분열생성물은 인산나트늄에 의해 침전된다. 인산염으로 

침전된 이들 불순물은 용융염에 용해되지 않으나， 일부 Cs, Rb 및 Sr 

등은 용융염에 잔류된다. 

다. Salt Transport 공정 

미국의 ANL연구소는 1960년대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정제를 

위한 고온화학 분리공정 개발에 주력하였다. 고온화학 분리공정은 고 

온의 용융염과 용융금속계에서 사용후핵연료중에 함유된 핵종의 분배 

계수 차를 이용하여 분리.회수하는 공정이다. 이들 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은 ANL연구소의 Knighton 등이 용융염/Zn-Mg계를 이용하여 

U30S, ThQz와 PU02의 환원반응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도하였고 

[86,87J , 이후 Marden 등은 Ca 환원제， ZnCh booster, CaCh 융제， 환 

원된 우라늄 금속의 포집제로서 Zn을 이용하는 bomb 공정에 의해 

U02로 부터 우라늄 금속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88J. 또한 

Bellamy 등은 환원제와 융제로서 각각 Ca과 CaCh, Mg와 MgCh를 

이용하는 bomb 공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Beard 등은 환원제로서 

Ca를 이용하여 U03로 부터 구형의 우라늄 금속입자를 제조하는 공정 

을 실증하였다. 

Bomb 공정의 대안공정으로， ANL연구소는 용융금속계에서 U02 환 

원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Knighton 등은 융제를 사 

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Zn-6 w/o Mg 합금에 의해 U02와 UF4가 환원 

됨을 실증하였으나， 환원율은 매우 낮았다. 그후 Martin 등
 

얀
 애 



DOW-230 융제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Zn-Mg 합금을 이용하여 

U02펠렛의 환원시험을 수행하였다 Martin， Pierce, Hesson 및 

Schneider 등은 융제가 존재하는 조건과 존재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Zn-Mg 합금과 Cd-Mg 합금을 이용하여 U30s-FP 혼합산화물의 환원 

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환원반응은 기타 핵분열생 

성물 등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Schneider 등은 융제가 존재하는 조건과 존재하지 않는 조건하 

에서 용융 Mg 금속을 이용하여 U02와 U30S의 환원반응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고[89] ， Hewitt 등은 융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용융 

Zn-Mg 합금을 교반기에 의해 혼합되는 상태에서 U02의 환원반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Salt transport공정은 초기에 Brookhaven 연구소와 ANL 연구소에 

서 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Brookhaven 연구소에서는 주로 액체금속 

로의 핵연료제조를 위한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는 용융염상의 UCb를 

Bi-Mg금속에서 선택적으로 환원하여 RE원소를 분리하는 공정으로， 

환원된 우라늄은 다른 용융염계에서 재산화되고， 다시 Bi-Mg용융금 

속에 의하여 환원되어 Bi-Mg-U합금 형태의 핵연료가 제조되는 공정 

이다. 1990년대초 ANL 연구소는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로부터 TRU를 

회수하여 IFR 핵연료주기에 재순환할 수 있는 IFR핵연료주기와 연계 

된 salt transport 공정의 flowsheet를 그림 13과 같이 설정하고， 

engineering-scale up, 장치 및 재료개발， 원격조작 단위공정 등을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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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온야금분리공정 

고온야금분리공정은 고온에서 금속상의 핵연료물질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핵분열생성물의 완전 분리가 불가능하고， 핵연료물질의 방 

사능으로 인해 핵비확산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공정이다. 고온야금 

공정의 개발 초기에는 공정에 적용가능한 내부식성 및 고온조작의 특 

성을 가진 재질의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고온용 금속과 세라믹 

등의 개발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 개발된 

고온야금분리공정중에서 특히 melt refining공정은 우라늄회수율 향상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공정이다. 고온야금공 

정은 EBR-ll 의 금속핵연료를 대상으로 처음 적용하였다. 

Melt refining 공정 은 기 계 적 탈피 복 zirconia 도가니 에 서 의 용융공 

정 및 1400 oc 의 온도에서 용융된 핵연료를 ingot로 만드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핵분열생성물의 선택적 산화(zirconia 

도가니에 의해 산화되고， 금속불순물 생성)와 휘발에 의해 핵분열생성 

물의 2/3가 제거된다. 그러나 NM원소 즉 Zr, Nb, Mo, Ru퉁은 melt 

refining에 의 해 제 거 되 지 않는다. 

u 산화물 slags 

산화물 slags을 이용한 고온야금공정은 낮은 융점을 가지는 안 

정한 산화물과 용융산화물 및 용융우라늄에 대하여 내부식성을 가진 

재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 

여 수회 예비실험 후，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은 중단되었다. 

그후， 프랑스의 Petit 등은 BeO, BaO 및 SrO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낮은 융점 0100 -1400 OC)을 가지는 화합물을 개발하였고， BeO와 

Alz03 도가니는 용융산화물-우라늄계의 반응기 재질로서 사용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ANL연구소에서도 U-fissium합금을 이용한 

- 58 -



연구에서 고순도 분리가 가능함을 나타내었으나， BeO와 Ab03 도가니 

의 부식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기 공정과 관련된 연구는 중단되었다. 

2) Ha1ide Slagging 

용융 우라늄합금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 분리를 위한 ha1ide slag 

공정개발은 60년대 미국의 ANL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히 수행 

되었다. ANL연구소는 MgCb, UCh, UC14, UF3와 UF4등의 산화제를 

사용하여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알카리와 알카리토금속류의 핵 

분열생성물은 플루토늄보다 게 분리가 가능함을 실증하였다. NM원 

소는 우라늄상에 잔류하고， 90 %이상의 플루토늄 분리가 가능함을 나 

타내었다. 또한 ANL연구소는 염화불 융제(일부 불화불융제 함유)계 

에서 우라늄 5 % fissium 핵연료로부터 RE원소(Ce 등)의 선택적 분 

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e은 UC14 및 MgF2의 산화제의 조건 

에서 각각 94 % 및 99 % 이상 제거됨을 실증하였고， 우라늄 손실은 

약 0.03 % 혹은 1100 oc 의 용융온도에서는 그이하의 손실율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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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화학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로 화학자나 공학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열역학 계산을 수행하는 수치 열역학이 발달하였고 이것에 기초한 많 

은 코드들이 상용화되었다. 이러한 수치 열역학 코드들은 많은 비용 

과 시간을 요구하는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쉽게 

시도할 수 있고 실험적인 관찰을 통한 최적 반웅 조건의 수립을 위하 

여 시행착오의 횟수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으며， 원자력 안전성을 평 

가하는 시스템이 핵연료 재처리와 같은 화학공정을 최적화 뿐만 아니 

라 여러 공학분야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열역학 평형을 계산 

할 때 핵섬적인 문제는 온도， 압력， 조성의 함수로 표현되는 시스템내 

모든 성분들의 Gibbs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Gibbs에너지를 최소화하 

거나 적절한 컴퓨터 코드로 비선형 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시스템내 

모든 상들의 평형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산의 정확도 

는 정확한 평가와 실험에 의하여 얻은 신뢰성 있는 소스 데이터， 상 

들의 열역학 함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모델과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믿을 만한 컴퓨터 코드들에 의존한다. 

열화학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OECD!NEA 열화학 데이터베이스 

현황(KAERI! AR -485-9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많이 소개되어 

상업용 또는 비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며， 본 기술현황 분석보고서에 

서는 앞의 보고서에서 소개한 열화학 데이터베이스들을 다시 한번 간 

략하게 소개하고， 그 외에 화학 평형을 계산할 수 있는 윈도우용 

HSC Chemistry ver. 3.0, ChemApp light 및 F*A*C*T 열 화학 데 이 

터베이스 및 코드를 소개한다. 

가. 순수물질 데이터베이스 

Barin이 편집한 열역학 데이터인 B따m 표는 100 K 간격의 표 

로 작성되었으며 ， 917R 의 원소와 전자 e-(가스)를 포함한 2372종의 순 

수 물질에 대한 열화학 함수 값을 포함하고， 다수의 3성분계 산화물 

및 1007H 의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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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추정치도 포함되어 있다. 

JANAF 열화학 표는 주로 연소나 공기오염과 관련되 화합물 등 비 

원자력 분야에 이용되는 1800종 이상의 물질에 관한 열역학 성질에 

대한 간행물이다. 

NEA의 NEA-TDB 데이터베이스는 약 19000종의 핵종에 대한 데 
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2000종 이하의 핵종은 품질이 보증된 

데이터이고 약 7000종의 순수화합물， 기체， 액체 및 수용액상 이온과 

혼합물 핵종에 관한 반응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SGTE 데이터베이스는 순수 응축 상 물질과 기체에 대한 4000종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298.15 K에서 표준 생성엔탈피와 
엔트로피뿐만 아니라 온도의 함수로 열용량을 표시하는 4항 함수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 

THERMOCOMP 데이터베이스는 약 4000종의 핵종에 관한 열역학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CODA T A -ICSU는 핵심 열화학 값을 수록하고 있는 CODATA 
Bulletin 및 자신들이 추천하는 기초 물리 상수값에 대한 출판물도 발 
간하였다. 

US BUREAU OF MlNES는 편집한 표를 3권의 보고서로 발간하 
여， 원소와 binary 산화물에 관한 데이터， binary 할로겐화합물에 관 
한 데이터를 수록하였다. 

AEA 핵물질 데이터베이스인 NUCLMAT는 원자력 분야에 필요한 
약 550종의 화합물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TBASE는 핵물질， 핵분열 생성불과 악티늄족 원소와 관련된 약 

700종의 순수물질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US Geological Survey는 규산염 광불과 그와 관련된 물질들에 대 
한 298.15 K에서 1800 K까지의 온도 범위에 걸친 476종의 핵종에 관 
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THERMPROP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 

다. 

VICTORIA 컴퓨터 코드는 전형적인 PWR 모의실험에 사용되는 가 
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된 26종의 원소와 110종의 응축상 핵종 및 178 
종의 증기상 핵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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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GURVICH 둥 표와 CORCON 컴퓨터 코드 등의 데이터 

베이스가 있다. 

나. 용액 데이터베이스 

스웨댄 Uppsala 대학의 이론 지구화학과에서 개발한 

GEOKEM95 데이터베이스는 규산염과 주로 고체상 데이터와 관련된 

CaO-MgO-FeO- AlzOTSiOz의 산화물 계 와 다성 분 유체 시 스템 

(C-H-O-N-S)에 대한 120종의 핵종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MCCI 데이터베이스는 9성분 산화물계인 UOz-ZrOz-SiOz-

CaO-AlzOT MgO-BaO-LazOTSrO 및 UOz-ZrOz-SiOz-CaO-Alz03-

MgO-FeO-Fez03-BaO-LazOTSrO 산화물계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 

고 보다 복잡한 금속 산화물 계 인 O/Ag, Al, Ba, Ca, Cd, Fe, In, La, 

Mg, Ru, Si, Sr, U, Zr과 관련된 모든 응축상과 기체상 데이터도 포 

함할 예정이다. 

SGTE 용액 데이터베이스는 다성분 비정상 용액상과 액체， 고체-용 

액과 stoichiometric phase에 관한 데이터와 이로부터 유도된 성분들 

로 구성된 230종 이상의 binary와 그 이상 차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THERMALLOY 용액 데이터베이스는 300종의 binary 시스템에 대 

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NPLCNational Physical Laboratory)은 알차리 할로겐화합물들이 일 

차적으로 형성하는 90종 이상의 binary 시스템에 관한 데이터를 갖는 

NPL SALTS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이 외 에 도 AEA Technology의 (U-U03)-(Zr-ZrOz)- (S-SiOz) 계 의 

금속과 금속산화물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용 

액 데 이 터 베 이 스와 12 성 분 계 인 UOz-ZrOz-SiOz-CaO-AlzOT 

MgO-BaO-Laz03-SrO- (Fe-O)-CeOz-Cez03를 포함하는 완전히 통합 

된 산화물 용액 열역학 데이터베이스 NUCLOX가 있다. 

다. 수용액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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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상 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순수물질의 데이터들과 

수용액상 데이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많은 컴퓨터 코 

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stand- alone) 형태의 데이터베이 

스와 코드에 통합된 몇몇 데이터베이스로 나뉘어 진다. 

독립적인 형태의 수용액 데이터베이스들은 다음과 같다. NPL 

(National Physical Laboratory)은 AQDATA와 HOTAQ 데 이 터 베 이 

스를 편집하였다. AQDATA는 원소， 산화물， 수산화물， 할로겐화물， 

황산염， 황산화물， 질산염， 질산화물， 황산염， 이온 화합물 및 중성 화 

합물을 포함하는 450종 이상의 핵종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HOTAQ 데이터베이스에는 573 K까지 온도범위에서 붉은 수용액에 

탄소 및 황과 함께 철 크로융 및 니켈에 관한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 

다. 

CHEMVAL 데이터베이스의 버전 6은 자연 용액 (natural solution)에 

서 악티늄족 원소의 화학 및 중금속 화학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650종 이하의 수용액상 핵종과 350종 이하의 순수고체 핵종을 포함하 

고 있지만 토양 유기물과 몇몇 중금속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다. 

AEA Technology와 Nirex가 편 집 한 HATCHES 데 이 터 베 이 스는 

악티늄족 원소인 U, Th, Pu, Np, Am과 Cm 및 Cs, Ru , Tc와 Sr을 

포함하는 몇몇 핵분열 생성물 등 전체 1176종의 수용액상 핵종과 772 

종의 고체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카나다의 알버타 연구실에서 개발한 PATH.ARC.DAT 데이터베이 

스는 150종 이하의 응축상 광물과 5종 이하의 기체， 액체 및 150종 

이하의 수용액 이온과 혼합물에 관한 열역학 데이터， 그리고 30종 이 

하의 광물에 대한 용해 및 침전에 관한 동력학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 

다. 

일본 PNC에서 개발한 PNC-TDB(버전 이은 44종의 원소， 7종의 기 

체와 465종의 반응을 생성하는 순수 화합물， 기체， 액체 및 수용액 이 

온과 화합물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데이터 베이스가 존재하고 있으며 NIST의 

NIST IDIPPR properties of aqueous solutions database는 수용 액 전 

해질 용액에 대하여 약 350종의 용질에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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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AGRA는 지구화학 모델링을 위하여 핵심 물질로 일반적인 수 

용액 핵종과 광물인 플루오르화물， 염화물， 브롬화물， 요오드화물， 황 

산염， 이황산화물， 질산염， 암모니아， 인산염， 비소(III)， 비소(IV) ， 탄산 

염， 붕사염， 마그네습， 칼슐， 스트론티융， 바륨， 리륨， 소륨과 포타숨을 

포함하고 추가 물질로는 규소， 철， 망간， 우라늄， 팔라륨， 니켈， 셀레늄 

과 유기화합물을 포함하는 NAGRA 열화학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 

다. 또한 SOLMINEQ 표는 SOLMlNEQ 코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 

며， SOLMINEQ-95는 200종 이상의 순수 광물과 기체， 200종 이상의 

유기 및 무기 수용액 핵종과 혼합물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수용액 계에서의 모델링 문제는 

수용액 핵종과 순수물질 데이터 모두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 

베이스로는 순수 화합물， 기체， 액체 및 수용액 이온과 혼합물에 대한 

데 이 터 를 포함하고 있는 NEA-TDB와 ALKALI database7} 있다. 

한편 컴퓨터 코드내에 통합된 수용액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다. 

CHEQMATE 코드는 불균일 수용액 화학 시스템 내에서 동시에 발생 

하는 화학평형과 이온 이송과정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개발된 코드이 

다. 

EQ3/6 소프트혜어 패키지는 2개의 주요한 소스 코드인 EQ3와 EQ6 

를 포함하고 있으며 EQ3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화학적 핵종인 이온， 

중성자 핵종， 이온쌍과 화합물의 분포가 입력된 해석적인 데이터로부 

터 물질전달 계산을 수행하며 여기에서 얻은 값은 EQ6에서 물질전달 

계산을 위한 초기치로 사용된다. 

MlNEQL 컴퓨터 코드는 지하수에서 방사성 폐기물 핵종의 용해도 

와 종분화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코드이며， 25 oc 의 표준 반응 엔탈피 

와 열용량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부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PSI가 개발할 데이터베이스는 방사 핵종 화학과 유기 착물화 

(organic complexation) 분야와 관련된 1807종의 수용액 핵종/화합물， 

415종의 고체상 순수 화합물과 7종의 기체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도 MULTEQ 코드와 최대 27종의 원소， 250종의 핵종과 

40종의 광물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지구화학 코드인 PHREE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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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있으며 ESP는 정상상태나 또는 동적 조건의 복잡한 수용액 

전해질， 유기물 계， 기체와 중기를 포함하는 복잡한 화학적 시스템을 

모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 

하여 관심이 있는 3000 종 이상의 무기 및 유기화합물에 관한 데이 

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연수에 대한 화학적 종분화(chemical 

speciation) 코드인 WATEQ4F 버 전 2.1 이 있다. 

라. HSC Chemistry ver. 3.0 

HSC Chemistry에 서 개 발한 HSC Chemistry ver. 3.0은 11 ,000 

종 이상의 화합물에 관하여 핵종의 이름， 참고문헌과 함께 298.15 K 

와 1 atm에서 화합물의 가장 안정한 상태를 표준상태로 H, S, Cp 데 

이터를 포함하는 열화학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된 코드이다. 이 코드에 

서는 화학반응식， 평형조성， 열과 물질수지， 화학식량(formula 

weight) , 상 안정도 및 Eh-pH도의 6가지를 계산할 수 있다. 

화학반응식에 관한 옵션에서는 사용자가 압력 필드에 단순히 반웅 

식만 입력하면 반응열과 어떤 온도에서의 평형상수 및 핵종의 양을 

계산하며， 반응식에 관한 기본 수지도 검토하고 화학반응에 대한 표 

준 수소전극에 대한 포텐살 값도 계산한다. 

평형조성 계산 옵션에서는 사용자가 단지 시스템의 핵종과 원료물 

질의 량 및 온도를 입력하고 입력자료를 저장하자마자 Gibbs 자유에 

너지 최소화 방법을 이용하여 평형조성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원료물 

질의 량， 온도와 분압 등의 함수로써 표현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난다. 

또한 셀 평형 계산 옵션을 선택하여 배터리와 같은 전기화학 전지들 

의 전하와 상의 조성도 계산한다. 

열과 물질수지 계산 옵션은 에너지소요량 공정비용 및 조업 조건 

을 미리 예측하는데 필요하며， 이 옵션에서는 압력과 출력 핵종 그리 

고 각각의 핵종들의 량과 온도가 계산에 이용된다. 이론적인 열과 물 

질수지는 핵종을 선택하여 반응식이나 평형조성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버튼을 눌러 온도 단위로 섭씨 또는 켈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질량은 몰 또는 킬로그램 그리고 에너지단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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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또는 J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온도 밸런스를 사용하여 열수지 

가 0일 때 생성물 온도를 구할 수 있으며 주위와의 열교환량이 0인 

기체 연소 공정의 경우에는 단열 화염 온도도 계산한다. 열과 물질수 

지는 공정을 scaling up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화학식량 계산 옵션은 상첨자와 하첨자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 예 

를 들어 NaB03*좌-I20， H2(Sn(OH)6) , (C2H5)20과 같이 입 력 하면 각 

각의 원소에 대한 wt%와 at% 그리고 몰의 값 둥 기본적인 조성을 제 

공한다. 

상 안정도 계산 융션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원소를 선택하고 각 

각의 원소에 대한 분압이 변하면 그에 따른 다른 상에 대한 안정 영 

역의 위치를 그래프로 제공한다. 

Eh-pH도 계산 옵션은 부식， 용해， 여과와 침전에 관한 문제를 이해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Eh-pH에 관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이 코드는 HSC Chemistry에 서 이 용할 수 있다. 

마. ChemApp Light 

ChemApp Light은 Gunnar Erikssion이 개 발한 ChemApp의 

light 버 전으로 GTT-Technologies의 웹 페 이 지 에 서 다운로드하여 사 

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포트란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복 

잡한 다성분 다상의 화학평형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그것과 결부된 에너지수지의 계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코드를 이용하여 화학 평형 조성을 계산할 경우 초기 조건을 사용자 

가 정의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열화학 시스템 당 30개의 성분까지 그리고 5가 

지의 흔합상을 다룰 수도 있다. 150개의 Gibbs 에너지나 열용량식을 사 

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델들 

을 사용하며，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화학 데이터를 별개의 

표준데이터 파일에 저장하고 있으며， ASCII 텍스트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Chemsage의 데이터 파일과 호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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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비 상업용으로 쓰일 경우는 무료이다. 

바. F*A*C*T 데이터베이스 

F* A *C*T(Facility for the Analysis of Chemical 

Thennodynamics)는 4개의 서로 다른 열화학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한다. F*A*C*T 순수물질 데이터베이스는 5000종 이상의 핵종에 관 

한 stoichiomeσlC 화합물에 대한 298.15 "K에서의 표준 생성 엔탈피와 

절대 엔트로피와 열용량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또한 지질학적으 

로 관심이 있는 약 100종의 핵종에 관한 압축과 팽창에 관한 데이터 

와 100종 이상의 비 이상기체 상수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되 

어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최근의 표준 편찬물에서 발훼하여 수록한 

것이지만 수백 가지의 화합물에 대한 데이터는 CRCT에서 깊이 있게 

평가하여 최적화한 값들이다. 

F*A*C*T의 Private과 group 순수물질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USERBASE와 SITEBASE라고도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새로 

운 데이터의 기입 및 수정을 허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순수물질 데 

이터베이스와 같이 H(298 K) , S(298 K)와 Cp(T)값을 수록하고 있다. 

F*A*C*T의 비 이 상 용 액 데 이 터 베 이 스는 molten oxides (slags) , 

molten sulfides (mattes), ceramics, salts, dilute alloys, 농축된 수용 

액 등을 포함하는 80가지 이상의 다성분 수용액에 대한 데이터를 저 

장하고 있는데 이들 데이터는 CRCT에서 섬도 있는 평가와 많은 2 

성분계， 3 성분계와 경우에 따라서는 4 성분계에 대하여 열역학과 상 

도 데이터의 최적화를 수행하여 얻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시 

스템에 대한 다양한 용액 모댈의 최적화된 변수도 저장되어 았으며， 

그 모델은 이러한 시스템들에 대한 다성분 용액의 성질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액상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의사 화학 모델(quasi -chemical 

modeD을 사용하며，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로는 표준 

Gibbs에너지 값이다. 이외에도 Private 비 이상 용액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F*A*C*T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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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후핵연료 특성계량화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 · 이용하거나 관련연구개 

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시 

험기술의 개발과 관련 시험장비 및 시설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은 연소도， 냉각시간， 초기농축도 및 연료형태 

와 같은 기본적 특성， 핵연료의 치수변형， 기계적 강도 및 밀도와 같 

은 물리/기계적 특성과 금속학적 마세구조 및 형태와 같은 재료/화학 

적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 

연료의 특성을 시험할 수 있는 우리 연구소의 조사후시험시설과 조사 

재시험시설에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시험 기기와 기술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태로 사용후핵연료의 여러 특성을 계량화하 

기 위해서는 기 확보된 시험기술의 보완/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시험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가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과제로 수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특성시험 

기술중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않은 영상처리 기법에 의한 제원측정 

기술，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냉각시간 및 초기농축도를 비파괴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감마선 측정기술과 사용후핵연료봉내의 핵분열기 

체량 및 봉내압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등을 분석하여 기술 

하였다. 

1.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중 버파괴시험기술 

사용후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제원으로 핵연료봉 길이， 핵연료 집합 

체길이， 핵연료봉과 하부노즐간의 간격， 핵연료봉과 상부노즐간의 간 

격， 핵연료봉의 직경， 핵연료봉간의 간격， 핵연료집합체의 비틀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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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핵연료집합체의 휩등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중에서 원격으 

로 수행되는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제원측정 시험은 시간이 많이 걸 

라고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영상처랴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제원을 빠르 

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었다. 

일본의 경우는 비디오 영상처리기법에 의하여 측정 정확도 :t O.2 

5- :tl.O mm 정도로 핵연료 집합체의 외관， 핵연료 집합체의 길이， 

집합체 축방향의 그리드 위치， 핵연료봉의 간격 그리고 상부노즐의 

스프링 길이 등을 측정하고 있다[90]. 이 시험장치는 비디오 영상처 

리， VTR, 개인용 컴퓨터， CRT 및 레이저 프린터 등으로 구성되어 었 

으며， 수중 카메라는 핵연료 집합체의 상하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되 

어 있다. VTR영상은 2개의 수동 TV카메라를 사용하여 l개는 집합 

체의 오른쪽에 대한 영상을 지원하고 다른 l개는 왼쪽의 영상을 지원 

하게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우리 연구소 조사후시험시셜에 사용후핵연 

료집합체에 대한 외관 및 제원측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데， 지 

금까지는 사용후핵연료집합체를 외관 및 제원측정장치 (VDIS， visual 

and dimensional ins많ction s떠nd)에 설치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물의 시작점을 수중 카메라에 맞춘 후(모니터상 확인) 목표점까지 수 

중 카메라를 이동하여 엔코더 값을 기록하고 이 값을 거리로 환산하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수중카메라를 측정하고 

자 하는 대상물의 측정위치로 일일이 옮겨야 하며， 그 때마다 엔코더 

값에 대한 교정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측정 

정확도도 떨어지게 된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상처리 기 

법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제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 

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제원측정을 하기위한 영상처 

랴 소프트혜어 개발 및 예비 실험결과 내용을 일부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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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리 측정을 위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1)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의 구성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객체로 구성되며 개별적 

인 동작이 각각의 객체에서 가능하도록 객체지향 프로그램으로 작성 

한다(그림 14). 

영상처 èl 

알고러즙 

API 

영상처리 

쩌장객채 

그림 14.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구성. 

가) 영상파일 변환 API 함수 

영상와일 

변환 

API 

영상 파일을 읽어서 일정한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객 

체 프로그램으로 API< windows program interface)함수로 되어 있다. 

나) 영상 데이터 저장 객체 

영상파일 변환 API 함수로 변환한 영상 데이터를 관리/저 

장하는 객체 프로그램이며， 여기에는 업력영상 저장메모리， 변환영상 

저장메모리， 임시영상 저장메모리와 팔레트 저장메모리 둥이 있다. 

다) 그래프 데이터 저장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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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를 저장하는 객체 프로그램으로 

히스토그램이나 주변분포 그래프 저장메모리 둥이 었다. 

라) 영상처리 알고리즘 API함수 

압력영상을 처리하여 원하는 영상 데이터로 변환하는 객체 

프로그램으로 API 함수로 구성되어 었다. 

마) 데이터 컨트롤 객체 

각 객체들의 동작을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영상 데이터 

의 저장 및 출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았는 객체 프로그램이다. 

바) 영상 표시부 

영상과 각종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객체프로그램이다. 

사) 그래프 표시부 

입력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래프 및 주변분포 그래프를 

화면에 출력하는 객체 프로그램으로 모나터 화면을 둘로 나누어 하나 

는 영상 표시부， 나머지 하나를 그래프 표시부로 나타낸다. 

2) 영상처리 알고리즘 

가)히스토그램 

영상처리중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이 입력영상을 0 에 

서 255의 값을 갖는 화소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림 15는 입력영상과 이 영상을 처리하여 히스토그램 분 

포로 나타낸 것이다. 이 화소분포를 이용하여 영상과 배경을 구별 

하는 임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계곡 분리법 

이 방법은 그림 16에 나타낸 것처럼 히스토그램 분포 

내 기울기가 가장 급속하게 변하는 점을 임계값으로 결정한다.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며 어떤 영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엄계치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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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히스토그램 

분포. 영상과 히스토그램 핵연료집합체 상부 

- 73 -

가압경수로 15. 그림 



픽셀수 
200 

150 

100 

50 

o 

그림 16. 히스토그램의 계곡분리법. 

(2) 둥화소 임계법 

Grey Level 

임계h 

이 방법은 전체 히스토그램 분포의 화소가 고르게 분 

포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엄계값보다 큰 영역에 있는 화소 

의 개수와 임계값보다 작은 영역의 화소의 개수가 거의 갖도록 엄 

계값을 결정한다. 

나) 영상 선명화 

영상이 카메라를 통하여 컴퓨터에 압력될 때 영상내 물 

체의 경계선이 선명치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분명치 않는 

영상의 경계선을 영상선명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경계선을 뚜렷 

이 한다. 영상 선명화에는 미분 필터방식， 라플라시안 방식， 소벨 

변환방식 둥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라플라시안 방식이 많이 사용 

된다. 그림 17은 그림 15의 압력영상을 라플라시안 선명화를 사용 

하여 얻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 이진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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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7. 그립 15의 입력영상을 라플라시안 선명화를 사용하여 

얻은 영상. 

그림 18. 그립 16의 히스토그램에 대한 이진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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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 그래프로부터 grey level값 중 하나의 값을 

엄계값으로 정하였을 때 그 엄계값보다 큰 값들을 255로 셜정하고 

작은 값들은 0으로 셜정하면 전체 영상 데이터는 2개의 값으로만 

표현되는데 이와 같이 표현한 영상을 이진화 영상이라고 한다. 그 

림 18은 그림 15의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이진화 영상으로 변환한 

것이다(엄계 값 75 사용). 

3) 거리계산 알고리즘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에 의한 거리계산은 자동방법과 수동 

방법이 있다. 자동방법은 사용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거리를 젤 물체의 경계션을 찾아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고 수동방법은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를 계산하는 방 

법이다. 

가) 교정 (calibration) 

실제의 거리와 영상내의 거리는 다르기 때문에 표준자 

의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내의 거리를 실제의 거리로 환산하여 주 

는 것이 교정이다. 즉 표준자의 길이 10 cm를 영상으로 장을 때 

이 길이에 대한 화소 수는 151이므로 1 화소당 길이는 0.662 mm 

이다. 

냐)거리측정 

교정 값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거리를 측정한다. 

일례로 핵연료봉의 중심에서 다음 핵연료봉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J cm일 때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때 75 

화소였다면， 1 화소당 길이가 0.662 mm이므로 거리를 측정하면 75 

화소xO.662 mmI화소= 49.65 mm이 되 며 측정 오차는 0.35 m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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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상처리에 의한 핵연료봉 제원측정 

1)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제원을 측정하기 위한 영상처리 프로그 

램작성을 작성하였다(그림 19). 피사체에 대한 카메라의 입력영상을 

스크린에 출력시키고 영상파일로 업 · 출력하였다. 입력영상에 대한 

팔레트 조정을 수행하고 표준시험체의 영상에 대한 수평 • 수작가늠자 

의 교정을 수행하였다. 입력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 및 영상 주변분 

포를 구하고 영상개선을 위하여 미세조정을 거쳐 이진화 및 주변분포 

에 대 한 영 상처 리 를 edge detectíon, sharpeníng filtering 둥의 영 상펼 

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 핵연료봉 표준시험체 제작 

개발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경 

이 9.7 mm이고 길이가 513 mrn 인 지르칼로이-4 피복관 8개를 8x1 

배열로 하여 그렴 20과 같은 가압경수로(PWR) 핵연료봉 표준시험체 

를 제작하였다. 

3) 핵연료봉 표준시험체의 직경측정 시험 

수중에서 사용후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제원측정시의 시험조건 

결정과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PWR 핵연 

료봉 표준시험체에 대한 제원측정 예바시험을 실험실에서 수행하였 

다. 표준시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입력영상을 얻었고， 이 압력영 

상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와 grey level의 엄계값을 셜정하고 이진화 

영상을 구하였다. 핵연료봉 표준시험체에 대한 수평가늠자를 교정 

<Calibratíon)하고， 카메라와 시험체간의 거리를 300-600 mm로 변화 

시키며 표준시험체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그림 21은 입력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그 

렴 22는 표준시험체의 선명화 영상에 대하여 임계 grey level 41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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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히스토그램 분포. 

그림 22. 이진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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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처리한 영상과 교정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표 4는 카메라와 핵연료봉 표준시험체의 거리가 300, 400 및 500 

mm 일 때의 표준시험체 핵연료봉 직경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카메라와 표준시험체의 거리가 400 mm 일 때 

의 상대오차의 평균값이 2.86 :t2.09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 

는 영상처리에 의하지 않고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에 의한 결과 12.56 

:t9.70 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영상함수는 광원의 밝기와 피샤체의 반사율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조명둥의 종류와 조도에 대한 영향 평가시 

험을 수행하여 최적 시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카메라와 시험체의 거리에 따른 표준시험체의 핵연료봉 

직경 측정결과 

카메라-시험체간 
표준시험체 핵연료봉 직경측정 결과 

거리 (mm) 측정값 (mm) 실재값(mm) 상대오차(%) 
상대오차 

평균 

300 9.44 9.70 2.68 6.21 ::t 3.22 
8.87 8.56 
8.87 8.56 
9.94 2.68 
8.87 8.56 

400 9.57 9‘70 1.34 2.86 ::t 2.09 
9.57 1.34 
9.20 5.15 
9.57 1.34 
9.20 5.15 

500 8.86 9.70 8.66 6.84 ::t 2.49 
9.30 4.12 
9.30 4.12 
8.86 8.66 
8.86 8.66 

- 81 -



2.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연소도 측정 

가.연소도 

1) 연소도의 정의 

연소도는 핵물질의 단위 무게당 발생한 핵분열 수 또는 핵분 

열에 의하여 방출되는 에너지로 정의된다. 연소도를 나타내는 단위 

로는 초기 핵연료에 존재하는 무거운 핵종(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100개당 발생한 핵분열 수를 나타내는 %FIMA(fissions per initia1 

meta1 atom)와 초기 핵연료에 존재하는 우라늄 핵종 1 톤당 방출하는 

핵분열 에너지의 총량을 나타내는 MWd/tU 또는 GWd/tU 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우라늄에 의한 핵분열의 경우 두 단위간에 

는 근사적으로 1 %FIMA늑9.6 GWd/tU 인 관계가 있다. 

2) 핵분열 수율 

핵분열에서 에너지를 내는 원천은 열중성자 흡수에 의한， 쟁U， 

2웠R1， 241Rl 분열과 속중성자의 흡수에 의 한 2용U 분열이다. 표 5는 

초기 우라늄 농축도가 2.56 % 인 전형적인 PWR 연료에 대해 연소도 

에 따른 이들 네가지 핵분열성 물질의 핵분열 비율을 나타낸 자료이 

다[91]. 표에 따르면 플루토늄 핵종들은 1 GWd/tU 의 낮은 연소도 

에서도 이미 전체 핵분열의 약 5% 를 차지하며 20 GWd/tU 이상의 

연소도에서는 주된 핵분열 원천이 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분열하게 되면 약 2개의 핵분열생성물을 만 

든다. 플루토늄 분열은 우라늄 분열보다 11배나 많은 l~U을 생성하 

므로 l~U에서 방출되는 감마션을 측정하면 전체 핵분열에서 갱9Pu 

이 차지하는 바율을 결정할 수 있다(그림 23). 반면 쟁U， 껑랜u의 핵 

분열에 의한 137CS 의 핵분열수율은 매우 1:1 1 슷하므로(각각 6.32와 

6.74) 137Cs에서 나오는 감마션을 측정하면 총 핵분열 수， 즉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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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할 수 있다. 

표 5. 농축도 2.56 %인 PWR 핵연료에서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비율 

연소도 
~ 쟁U ι영PU Z41pU 

(GWd!tU) 

0 100.0 0.0 0.0 0.0 

1.2 88.1 6.7 5.1 0.01 

4.7 76.3 6.9 16.4 0.35 

9.9 60.6 7.4 29.6 2.4 

15.1 49.5 7.8 '51.5 5.3 

20.0 41.1 8.1 42.8 8.0 

25.6 32.9 8.5 47.3 11.3 

29.6 27.6 8.8 40.9 13.7 

34.7 23.8 9.9 58.2 18.1 

40.0 16.7 9.3 55.3 18.7 

46.8 11.7 9.6 57.5 21.2 

대부분의 핵분열 생성물들은 초기에 많은 수의 중성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베타 붕괴를 하면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다. 이들은 또한 감 

마 붕괴를 하는데 이들 감마션을 측정하므로써 특정한 생성물의 존재 

와 그 양을 알 수 있다. 표 6은 PWR 사용후핵연료에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중 검출 가능한 감마선 방출핵종(약 10 종)의 반감기， 핵분열 

수율 및 감마선 에너지 및 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4는 우라 

늄 농축도가 3.21 % 이고 냉각시간이 8년인 PWR 사용후핵연료에 대 

한 감마선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데 표 6 의 핵분열생성물중 반 

감기가 긴 1링Cs， 137Cs 와 1닮Eu의 세 핵종만 나타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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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림 



표 6. 감마선 측정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핵종들 

핵분열 
반감기 

~수율 정쑤u 수율 감마선에너지 강도 

생성물 (%) (%) (keV) (%) 

~Zr 64.0 일 6.50 4.89 724.2 43.1 

7fß.7 54.6 

헌fu 35.0 일 6.50 4.89 765.8 99.8 

l~U 39.4 일 3.04 6.95 497.1 86.4 

610.3 5.4 

l~u-Rh 366.4 일 0.40 4.28 622.2 9.8 

1050.5 1.6 

1J4cs 2.06 년 1.27e-5 9.8ge-4 604.7 97.6 

795.8 85.4 

801.8 8.7 

1167.9 1.8 

1365.1 3.0 

1.:S/CS 30.2 년 6.22 6.69 661.6 85.1 

H4Ce-Pr 284.5 일 5.48 3.74 696.5 1.3 

1489.2 0.3 

2185.6 0.7 

1::>펀u 8.5 년 2.6ge-6 9.22e-5 996.3 10.3 

1004.8 17.4 

1274.4 35.5 

냐. 연소도 측정방법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핵연료봉을 파괴하여 

화학 성분분석을 통해 연소도를 구하는 파괴적인 방법과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측청하는 비파괴적인 방법이 었다[91 ， 92). 대표적 

인 파괴적인 방법은 14~d을 이용한 질량분석법이 었으며 이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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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는 약 2%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파괴적인 방법은 핵연료 

봉 자체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연소도를 결정하는 수동적 

분석방법 (passive assay method)과 핵연료봉 밖에서 방사선을 입사하 

고 그와 반응후 방출되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연소도를 결정하는 능동 

적 분석방법 (active assay method)로 나뉘어진다. 비파괴적인 방법은 

어떤 종류의 방사선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감마선 측정에 의한 방법과 

중성자 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별된다. 여기서는 비파괴적인 방법， 

그 중에서도 감마선 측정에 의한 연소도 결정방법에 중점을 두어 기 

술하였다. 

1) 체렌코프 복사선을 이용하는 방법 

전하를 띤 입자가 물질 속을 그 물질에서 전파되는 빛 보다 

더 빨리 움직일 때 그 입자 주변에 빛이 방출된다. 이것을 체렌코프 

복사라고 부르며 이것은 물 속에 담겨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연소도를 

간접적으로 결정하는데 쓰일 수 있다. 

물 속에서 빛의 속도는 진공 속에서 값의 약 75% 를 가지며 따라 

서 물 속에서 0.26 MeV 이상의 운동에너지를 갖고 움직이는 전자들 

은 체렌코프 복사를 낸다. 조사후핵연료는 베타선， 감마선과 중성자 

선을 내놓는데 이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체렌코프 복사를 

내는 원천이 된다. 체렌코프 복사를 내는 주된 원천은 핵분열과 핵분 

열 생성물에 의해 발생되는 감마선들로 이들은 피복관 또는 집합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과 상호작용해서 높은 에너지의 전자와 반전자들을 

만들어 낸다. 

체렌코프 복사는 감마선 원천을 확인하는 간편한 비파괴검사법이 

다. 이 방법에서는 물 속에 아무런 장비를 담글 필요는 없으나 실험 

장소 안에 있는 불을 모두 꺼야 한다. 따라서 체렌코프 복사 측정장 

치는 가벼워서 손으로 들고 다니기 쉬워야하며， 실험 결과가 즉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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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야 하고， 복사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정밀도가 좋아 

야 한다. 검출기는 이미지 증폭 부분과 광증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증배관에서 나온 전류 신호는 압사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디지털 

신호로 바뀐다. 

핵연료집합체 위에서 수평으로 옳어나갈 때 검출기에 측정되는 빛 

의 세기는 날카로운 경계를 가진다. 이것은 체렌코프 복사가 특정한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특성 때문이다. 체렌코프 복사는 감 

마선 측정에 비해 핵연료집합체들 사이의 간섭에 덜 영향올 받는다. 

2) 감마선 분석에 의한 연소도 측정 

가) 단일 동위원소 감마선 측정에 의한 방법 

(1) 연소도 모니터 핵종 특성 

특정한 핵분열생성물의 절대량을 측정하여 연소도를 결 

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적절한 연소도 지표핵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저야 한다. 

o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의한 핵분열 수율의 차이가 적어야 한다. 

만약 이들 수율이 크게 다른 경우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연소도 이외 

에 연소이력에도 의존하게 된다. 

o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충분히 낮아서 모니터 핵종은 주로 핵분 

열에 의해서 생성되어야 한다. 

o 모니터 핵종의 반감기는 조사시간에 비해 충분히 길어야 한다. 

즉， 노섬 방출 시점에서 생성된 모니터 핵종의 양은 총핵분열 수에 

대략적으로 비례하여야 한다. 

(2) 연소도 측정 

위에 언급한 조건들이 만족되는 모니터 핵종에 대하여 감 

마선 세기 1 (개수/초)는 조사 기간 중에 생성된 모니터 핵종의 양 N 

과는 다음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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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cSÀe -AtN 

여기서 E은 감마선 검출기의 검출효율이고 k는 감마선 강도， S는 

감쇄보정항， À는 방사능 붕괴율， t는 냉각시간이다. 위식을 N에 대해 

풀면 %FIMA 은 

% FIMA = 100 x (원/U 

로 부터 구하게 된다. 여기서 Y는 유효 핵분열 수율이고 U는 초기 

우라늄 원자수이다. 

1윈 cs은 가장 널리 쓰이는 연소도 지표핵종이다[93]. 1윈 Cs은 핵분열 

에서 생긴 1윈Te로 부터 다음과 같은 붕괴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137Te(3.5초)→l원1(23초)→l원Xe(3.9분)→ 137Cs(30.2년) 

1윈 Cs의 중성자 흡수 산란 단면적은 무시할 정도로 작고(0.11 b) , 

쟁U와 쟁pu로 부터의 핵분열수율은 근사적으로 같으며(각각 6.32, 

6.74), 30.2 년이나 되는 긴 반감기를 갖고 있어 연소도 지표핵종으로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림 25는 137CS의 양이 연소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137CS 의 양은 47 GWd!tU에 이르기까지 연소도에 거의 선형적인 관 

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한 연소도 결정 

은 절대검출효율 E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방법에 의한 연 

소도 결정의 정밀도는 잘 통제된 상황에서 2-4 % 정도이다. 

나) 총 감마선량 측정에 의한 방법 

총 감마선량은 핵분열생성물과 초우라늄 원소들이 내는 감 

마션을 모두 합친 것이나 실제로는 몇개 핵종이 내는 감마선이 총 감 

마선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정한 핵종이 총 감마선량에 기여하 

는 정도는 냉각시간에 따라 다르다. 냉각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총 

감마선량은 근사적으로 연소도에 비례한다. 그러나 냉각시간이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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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짧은 경우 95 Nb• 95Zr같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이 내는 감마선이 총 

감마선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경우 총 감마선량은 연소도뿐만 

이 아니라 연소이력둥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그러나 냉각시간이 

긴 경우 총 감마선량은 반감기가 긴 핵종들에 의한 것이므로 연소이 

력이나 가타 다른 인자들에 영향을 덜 받는다. 그림 26은 총 감마선 

량에서 몇몇 주요 핵종들의 감마선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 

다. 이 그렴을 이용하면 총 감마선량으로부터 대략적언 연소도를 간 

단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림 27은 냉각시간을 알고 있는 PWR 핵연 

료 집합체에 대해 측정된 총 감마선량을 공표된 연소도 값으로 나눈 

것을 보여준다. 측정값들은 맹각시간 T에 따라 aT b 형태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a와 b는 스케일링 상수들이다. 곡선 모양은 주로 

1갱Cs. 137 Cs의 반감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 곡선으로부터 공표 

된 연소도와 맹각시간 사이의 일치성올 검증할 수 었다. 

다) 핵분열생성물의 핵종비 측정에 의한 방법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대한 감마선 검출시스템 전체의 검출 

효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사용후핵연료내의 핵분열생성 

핵종들의 절대량 분포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핵연료집합 

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방사선원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체흡수연자 

를 알기 어렵고 측정장치와 사용후핵연료의 기하학적인 구조에 기인 

한 검출효율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핵 

종들의 상대적 존재량을 측정하여 검출시스템의 기하학적 및 선원의 

형태에 따른 검출효율을 상쇄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검 

출시스뱀의 검출효율은 일정하므로 검출효율의 변화는 에너지에 따른 

변화만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의 감마션을 내는 핵종을 이용 

하면 검출시스탬의 에너지 의존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대검출효 

율을 모를 경우도 이들 핵종들의 상대적인 양을 알 수 있으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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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핵분열생성물 핵종바와 핵연료의 연소도 사이의 상관관계로부 

터 연소도를 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94， 951. 

조사후핵연료의 연소도는 특정한 핵분열생성물의 원자수 비로부터 

구해질 수 있으며， 핵분열생성물의 원자수비는 감마션의 세기 바로부 

터 얻어질 수 있다. 이 방법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동위원소 비는 

134CS/1윈Cs ， 1딩Eu/ 1윈Cs ， 1~u/137CS 와 (HX>Ru)e37CS)/(134CS)2 이 다. 

1정Cs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133CS의 (n , r) 

반웅에 의해 주로 만들어진다: 

l앓Sb(4.2분)→1앓1(21시간)→1앓Xe(5.27일)→1앓C앗안정) 

l잃Cs( n. r)→1싫Cs(2.06년) 

따라서 핵연료 속에 었는 1갱Cs의 양은 조사된 중성자 선속의 제곱에 

근사적으로 비례한다. 반면 137Cs는 중성자 션속에 일차선형 비례하 

므로 1갱 Cs/ 1윈Cs는 중성자 선속과 연소도에 근사적으로 일차선형 비 

례 한다(그림 28). 마찬가지 로 l없Eu/ 137Cs의 동위 원소 비 도 약 30 

GWd!tU 까지는 연소도에 션형적으로 의존한다(그림 29). 실제 조사 

된 핵연료의 경우 이들 핵종비는 조사이력에도 영향을 받는데 특히 

1갱 Cs의 반감기는 2.06 년으로 비교적 짧으므로 중성자 조사를 받지 

않는 동안 붕괴하는 정도를 고려해주어야 하나 1성Eu의 반감기는 8.5 

년이므로 핵종비 154Eu/137Cs에 대한 연소이력 보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106Ru/137 Cs 핵종바는 l06Ru 의 반감기 (1.02년)가 짧아 냉각시 간이 긴 

사용후핵연료의 측정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IQ'Ru)e37Cs)/e정CS)2 의 

경우는 핵연료 초기농축도 및 출력율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다른 지 

표핵종에 비하여 측정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 표 7 에는 PWR 사 

용후핵연료의 감마선 측정실험에 사용할 수 았는 지표 핵종과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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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용후핵띤료내 감마선 빙-출 지표핵종의 특성 

구 분 핵 반강기 
핵분열 수율 (%) 방출감마선 

E-등1 성 종 
ι:!bu 징후u 에 너 지 (keV) 강도(%) 

- 연소도와 선형관계 
WCs 30.2 년 6.23 6.63 662 85.2 ( 연소도 모니터) 

Direct 
- 출력율과 연소기간에 불민감 

512 20.7 
Fission 

W)Ru 1.02 년 0.40 4.31 622 9.8 - U!Pu 모니터 
Product 1050 1.7 

144Ce 285 일 6.48 3.74 134 11.0 - 중성자 홉수단면적이 적음 
2186 0.8 - 냉각시간 모니터 

l‘j4Cs 2.1 년 6.70 7.03 605 97.6 lJ<lCS + n 반웅으로 생성 
796 85.4 TCS : 30 b, RI : 415 b “4i1 Secondary 723 19.7 

Fission 873 11.5 
Product i어Eu 8.8 년 0.16 0.37 996 10.3 

I~U + n 반웅으로 생성 

1004 17.9 TCS : 390 b, RI: 1640 b 

1274 35.5 

l‘j4Cs/WCs 2.2 년 
- 농축도와 출력율에 의존 

- 냉각시간이 20년 미만에 적용 

Activity 
l:J'1Eu/lj'Cs 12.4 년 - 냉각시간이 긴 경우도 적용 

Ratio l\，\)RlνWCs 1.1 년 - 냉각시간이 10년 미만에 적용 

l'l'1Ce/WCS 0.8 년 - 냉각시간이 7년 미만에 적용 

eφRu*WCs)N쩌Cs)Z 16.4 년 
- 농축도와 출력율에 독립적 

- 냉각시간이 10년 미만에 적용 



성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연소도는 감마선 측정과 동위원소 상관비 분 

석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O 지표 핵종의 선정 및 생성량 데이터 베이스 작성 

- 연소도측정에 유리한 모니터 핵종 선정 : 

l06Ru, 134CS, 137 CS, 154Eu 

- 핵연료 형태별， 초기 농축도별， 연소도별 모니터 핵종 생성량 

을 전산코드로 계산하여 데이터 베이스 작성 

o 100Ru/ 131CS , 134CS/137CS , 퍼4Eu/ l31CS를 연소도의 함수로 회귀 

분석 

l잃CS/ 137CS = (P1 + P2 • 연소도 +P3 • 연소도2)e - (d'3<- dcrr)t 

154Eu/ 131CS = (Q1 + Q2 • 연소도 +Q3 • 연소도2)e - (dl5<- dw)t 

l O6Ru/ l31CS = (R
1 
+ R2 • 연소도 +R3 . 연소도2)e - (dl(J6- dw)t 

o 사용후핵연료 감마선분석 동위원소 비 측정 

O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연소도 (냉각시간， 초기농축도) 결정 

그림 30은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냉각시간 및 초기 농축도를 결정 

하는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1) 연소도 결정 

전산코드[96]로 핵분열생성 방사성동위원소를 계산하기 

위해 업력할 자료는 원자로형， 핵연료 집합체 형태， 농축도， 연소도(연 

소이력) 및 냉각시간이다. 이들 입력 데이터중 연소도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성 핵종(l34CS， 137CS, 154Eu)들의 생성량을 수집 

하여 자료목록(library)을 작성한다. 이를 이용해서 핵종비와 연소도 

사이의 2차식으로 회귀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검출기 상대효율을 

고려한 생성 핵종비를 측정하면， 초기농축도와 냉각시간을 알고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연소도를 이 곡선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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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냉각시간 및 초기 농축도 결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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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각시간 결정 

핵연료집합체의 냉각시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Lee 둥은 핵연료의 연소이력을 고려해서 1μce을 양을 측정 

하여 냉각시간을 구하였다[95]. 그러나 1μCe의 반감기는 껑5 일로 

10년정도 냉각된 핵연료에 대해 2,186 keV 감마션의 검출세기는 약 

10-3 Cps크기에 불과하며 결정된 냉각시간의 정확도는 :t O.5년이었 

다. 이러한 방법은 핵연료의 연소이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불펀하고 정확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라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위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o 핵연료의 냉각시간이 t라 임의로 가정한다. 

o 방사성 동위원소 핵종비 134Csl37CS 및 154Eu/137 Cs를 감마스 

캐닝 방법으로 측정한다. 

o 냉각시간이 t라는 가정 하에서， 측정된 핵종비 134Csl37CS 

및 154Eu/137 Cs를 써서 연소도를 각각 구한다. 

o 핵종비 134Csl37CS를 써서 구한 연소도와 154Eu/137 Cs를 써서 

구한 연소도는 실제 냉각시간 t= T에서 서로 근사한 값을 가질 것이 

다. 따라서 이들 연소도 사이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냉각시간을 핵 

연료집합체의 냉각시간으로 결정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연소도와 냉 

각시간을 모르는 경우에도 연소도와 냉각시간을 함께 구할 수 있다. 

- 냉각시간 t에서의 동위원소 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앓Cs/ 1염CS=(P1 +P2 • 연소도 +P3 • 연소도2)e -(애-dm)t 
154Eu/ 137CS = (Ql + Q2 • 연소도+ Q3. 연소도2)e -(d，잉 dw)t 

- 냉각시간결정 

냉각시간 t 를 변경하면서 연소도를 위식에 따라 각각 계 

산하고 그 차이가 최소가 되는 점의 t 값이 그 핵연료 집합체의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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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된다(그림 31). 이 방법은 1않Eu의 반감기가 약 8.5년인데 반 

해 1찌Cs의 반감기는 약 2.06년으로 비교적 큰 차이가 난다는데 유리 

한 점이 있다. 즉， 실제 냉각시간 T에서 L1T>O만큼 벗어난 시간 

t= T+ L1T를 냉각시간으로 가정하는 경우 측정된 핵종비 134Csl37CS 

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크게 증가된 연소도를 필요로 하 

는 반면 측정된 핵종비 154Eul37CS와 일치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비교 

적 작은 정도로 증가된 연소도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들 연소도의 차 

이는 \L1띠가 클수록 커진다(그렴 32). 

(3) 초기농축도 결정 

초기농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식을 이용한다. 

1싫Cs/ 1염Cs= (P1 +P2 • 연소도 +P3 • 연소도2)e -(애-dIõ/)t 
106Ru/137Cs = (R

1 
+ R

2 
• 연소도 +R3 . 연소도2)e -(d,oo-du,)t 

엄의의 초기 농축도 값을 변경시키면서 위식을 이용하여 연소도를 각 

각 계산하고 그 차이가 최소가 되는 점， 즉 

~I BUi ( CS) - BUi ( Ru)1 
F’프[L ‘ --- ‘ ]/N 

름 BUj 

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으면 그 값이 초기 사용후핵연료의 초기농축 

도이다(그렴 33). 

lOORu 의 반감기가 약 1년으로 다른 핵종들에 비해 짧기 때문에 설 

험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험기간동안 lO6Ru이 붕괴하는 양을 고 

려해서 계산해야 한다. 또한 냉각시간이 5.3 년인 사용후핵연료에 대 

해 lOORu(622)의 초당 검출 수는 1찌 Cs(796)의 약 7 %에 불과하므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 대해 두 시간 

이상 측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3) 중성자 선속 측정에 의한 연소도 측정 

- 98 -



* 

』
꺼
 

(a) averaged 134Cs1137 es BU 

(b) averaged 154Eul’37es BU 

(c) averaged fractional BU difference 

1∞o 

1∞ 

10 

(
그
얻
흘
〉
ψ
)
 
를
E
그
m
 @
a띤
φ
〉
〈
 

12 8 4 
1 

o 
Cooling time (years) 

]14Ell 사용후핵연료봉의 냉각시간 결정. 31. 그렴 

측정된 핵종비 
134Cs/137 Cs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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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Eu/’37CS 

냉각시간 (t) 

냉각시간과 핵분열생섬물 핵종비를 만족하는 
연소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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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 중성자 방출량 측정에 의한 연소도 결정방법 

조사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총 중성자 선량은 연소도를 측정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중성자 양을 이용해서 연소도를 구하는 방 

법은 감마선 양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었 

다[90]. 

o 핵연료에서 중성자의 흡수는 감마선 흡수보다 덜하다. 

o 중성자 선속 측정은 노섬에서 연료를 꺼낸 뒤 곧바로 측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성자 선원은 반감기가 길어 냉각시간이 긴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중성자 측정법이 감마선 측정법에 비해 불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O 중성자를 내는 주된 핵종들의 양이 연소도와 단지 간접적 

으로 관련되어있고 총 중성자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대 검출효율 

을 알아야 한다. 

그림 34 는 31.5 GWd!tU의 연소도를 갖는 PWR 핵연료 집합체에 

대해서 주된 중성자 선원들을 보여준다 244Cm과 찌2Cm이 중성자를 

방출하는 주 원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 는 총 중성자 선량과 PWR 핵연료 연소도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10 GWd!tU 이상의 연소도에서는 실험적으로 중성자 

세기는 a(연소도)β 인 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β 는 보통 3.0-4.0 사 

이의 값이다. 

2) 조사핵연료의 중성자 측정 

조사핵연료의 중성자 측정은 비교적 쉽게 연소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235U 핵분열 챔버는 감마션에 대해 둔감하기 때문에 중 

성자 검출장치로 선호되고 있다. 중성자는 감마선에 비해 핵연료를 

잘 투과하지만 물속에서는 감마선보다 더 빠르게 감쇄된다.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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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로 줄어드는데 감마션은 물속에서 36 cm를 지냐야하지만 중성 

자는 10 cm만 지나면 된다. 따라서 물속에 잠겨있는 핵연료의 중성 

자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출기를 가능한한 핵연료 집합체에 가까 

이 대야한다. 

그렴 36 은 중성자를 검출하는 장치를 보여준다. 그림에 보인 검출 

장치는 포크 검출기와 ION-1 전자장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포크 검 

출기는 집합체의 양쪽을 동시에 재기 위해 두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 

데 각각은 이온 챔버와 두 개의 핵분열 챔버로 이루어져 았다. 이온 

챔버는 총 감마션량을 측정하기 위해 전류선호를 얽으며， 핵분열 챔 

버는 총 중성자양을 측정하기 위해 전압선호를 읽는다. 포크 검출기 

를 사용하면 핵연료 집합체를 측정하는데는 5분에서 7분정도가 걸리 

며， 핵연료집합체의 연소도를 5% 정도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 

3. 핵분열기체량 및 봉내압 측정 

핵분열기체량(또는 방출량)과 봉내압은 사용후핵연료의 열전달 및 

크립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언자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봉내의 핵분열기체량과 

봉내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펼수적이다. 

사용후핵연료내의 핵분열기체량 및 봉내압 측정기술은 측정 목적과 

대상 핵연료의 종류 및 핵분열기체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또는 장치)을 자체 개 

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도 계속 추진하고 었다. 

우리 연구소의 조사후시험에는 PWR 핵연료봉의 기체량을 측정하 

는 장치가 설치되어 시험하는 데 쓰이고 았으나 봉내압을 측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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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고 측정 정밀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의 기체 

량과 봉내압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장치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측정장치의 개발올 위하여 국내외의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기체량 및 봉내압 측정기술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가. 핵분열기체량 및 봉내압 측정기술 

1) 국외 (일본 JAERI-Tokai) 

가) 장치의 구성 

연소도가 낮은 핵연료봉의 핵분열기체량과 봉내압을 측정 

하는데 기존의 핵분열기체 포집장치로 만족하였으나 고연소도(35 

GWd!tU 이상)의 경우 소결체 팽윤(swelling)으로 인해 소결체와 피 

복관(c1ad이ng)이 접촉하므로 연료봉내 기체의 유동성이 감소하여 기 

체평형압력 (equi1ibrium gas pressure)을 측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 

린다[97].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핵분열기체 포집장치를 개선하였 

다. 장치의 구성은 천공장치， 직독식 압력센서 (direct- reading gas 

pressure sensor) , 표준용기 (standard chamber), 진 공 게 이 지 (Baraton 

gauge) , 열전대 (thermocouple) ， 기체 포집용기 (sampling bottle) , 진공 

장치 (vacuum system) 및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능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천공용기의 크기를 기존의 것보다 %의 크기로 줄여 표준용 

기에 핵분열기체를 팽창시킬 때 방출기체의 유동속도를 증가시켜 측 

정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 직 독식 압력 센서 (direct-reading pressure sensor)를 설 치 하 

여 연료봉의 피복관을 천공하는 순간 봉내압을 직접 읽을 수 있다. 

- 3개 의 표준용기 (25, 50, 75 mD를 확장회 로(expan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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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하여 핵분열기체를 확장시킬 때 사용하였다. 

- 핵분열기체의 압력 및 온도 데이터를 컴퓨터에 전송/저장하 

였으며 작업자의 부주의를 방지하도록 시험순서를 프로그램화하였다. 

핵분열기체 포집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연소도가 48 

GWcl/tU 이하인 고연소도 연료봉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연료봉의 자유체적과 기체량 측정 정밀도는 각 각 :i: l ml와 

:i:1O % 이었다. 연소도가 48 GWcl/tU 인 고연소도 PWR 사용후핵 

연료(17x17형)에 대한 핵분열기체 측정시험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 

다. 

표 8. 고연소도 핵연료봉의 핵분열기체량 측정결과 
(PWR 17x17형 사용후핵연료， 연소도=48 GW cl/tU) 

Rod internal pressure, 
No. of Void volume Amount of (MPa) 

fuelrod in the fuel E Measured rod, (ml) at SS S1oTnP g’1a (msI) 
Calcu1ated (dir~t-reading) 

1 12.7 515.6 4.11 4.20 

2 12.3 510.1 4.19 4.14 

3 12.2 518.9 4.30 4.15 

4 13.1 536.2 4.15 4.20 

5 13.1 524.8 4.06 4.48 

6 13.2 527.0 4.04 4.17 

7 12.9 527.6 4.14 4.23 

8 12.5 525.9 4.26 4.04 

9 13.7 531.6 3.93 3.98 

나) 측정 방법 

(1) 천 공용기 (puncturing chamber)의 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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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용기의 체적은 피복관 천공후 핵분열기체와 이 핵분 

열기체를 표준용기로 확장하였을 때의 핵분열기체량이 같다는 보일

살의 법칙에 의하여 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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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Vr+-Vc1二Vc2 이므로 천공용기의 체적 Vc2 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Vc2 = 
Vs P2 Tl 

Pl T2 - P2 T1 

여기서 Pl， T1 은 천공용기에서의 핵분열기체의 압력 및 온도 P2， 

% 은 핵분열기체의 팽창후 평형압력 및 온도이다. 

(2) 연 료봉의 자유체 적 (void volume) 

타 V c2 - Vc1(lmoWn) 

(3) 연료봉의 내압 (좌) 

Pf vj-

Tl 

rvj- + Vc1 + Vs) XP2 

% 

여 기서 타 + Vc1 Vc2 이 므로 

f칸 타 rVc2 + Vs)XP2 

T1 T2 

Pf 
(V;c2 + Vs) P2 T1 

vj- T2 

(4) 핵분열기체의 양 (Vg ) 

Vg = }칸타= 
rVc2 + Vs) P2 Tl 

% 

2) 국내 (KAERI-PIEF) 

가) 실험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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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찾셀 내부 

- 드렬 링 유나트(drilling unit) 

이 장치는 핵연료봉의 피복관을 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주요 구성품은 모터 (3 ø, 220 V, 180 rpm, 토오크 4 Nm), 회전덕트， 

주름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덕트는 드렬 축이 회전되는 부 

분에 진공을 유지시키도록 점성이 높은 자성유(magnetic oil)가 들어 

있는 "Feπ'0 metric SB 500" 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터와 회전덕 

트는 수직으로 흠이 파언 기퉁(column)에 부착되어 래크기어 (rack 

gear)와 피니온기어 (pinion gear)에 의해서 상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조작할 때는 작업자가 원격조종기 (manipulator)로 위치를 조절하게 된 

다. 

- 드 릴 링 챔 버 (drilling chamber) 

드릴링 챔버는 핵연료봉을 천공할 수 있도록 고정하고 삽 

업부분의 기멸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며 이 장치는 PWR연료봉 

과 실험용연료봉(experimenta1 rod)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화 하였 

다. 

PWR에 사용되는 드렬링 챔버는 1 X 10-3 mbar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핵분열기체량이 많으므로 이 

정도의 진공도이면 충분하다. 

- 압 력 계 (PIRANI gauge) 

압력계의 측정범위는 10-3 -103 mbar 이며 드렬링 유나트 

(drilling unit)에 셜치되어 있다. 이 압력계는 진공도를 측정하는 대류 

형 압력계로써 기체가 고온에서 일으키는 자연대류현상을 이용하여 

측정범위를 대기압까지 확장시켰으며 셜치할 때는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확장용기 (expansion chamber)와 확장회로(expan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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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용기와 확장회로는 기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밀하 

게 체적이 교정된 용기와 배관이다. 장치는 드릴링챔버 다음에 설 

치되어 었으며 드렬링챔버와 확장용기 사이의 회로 중간에는 기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고진공용 전자식밸브(solenoid va1ve)가 부착 

되어 었다. 

- 기체배출장치 

기체의 양을 측정하고 샘플령이 완료된 후에는 확장계통에 

남아 었던 핵분열기체를 핫젤 내부로 배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체 

를 직접 배출시키면 간단하나 조사된 핵연료봉에서 누출되는 크립톤 

(85Kr)의 방사능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므로 배관의 파손이나 

펌프의 작동이상둥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핫젤 내부로 방출시 

키기 전에 불활성기체를 혼합하여 배출시키도록 되어있다 

(2) 핫젤 외부 

- 1차 진 공펌 프(rotary purnp) 

로타리 펌프로 2단 기계식펌프( 2 stage mechanica1 

purnp)이며 용량은 15 M3/s 이다. 펌프 흡입구에는 필터 (molecular 

sieve filter)가 설치되어 있어 오일의 역류와 탄화수소(hydrocarbon) 

가 흔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펌프에 흡입된 기체는 핫젤 내부로 방출 

되며 펌프오일에 의한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와 필터는 

밀폐된 상자 속에 설치되어 있다 

- 2차 진공펌프(oil diffusion pump) 

2차 펌프는 고 진공도가 요구될 때 사용되는 펌프로 확장 

회로 및 샘플링 계통에 관로의 굴곡， 유로의 급확대/급축소， 또는 핫 

젤 배관을 관통하는 긴 배관 때문에 최초의 설계 보다 훨씬 고성능으 

로 셜계하였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오일확산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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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판 넬 (control panel) 

· 핫셀 전면 판넬 

. 장치의 주전원 스위치 

. 드렬 모터 스위치 

. pilot lamp 

. 가열대 전원공급장치 (resin type mould 사용할 때) 

핫셀 뒷면 판넬 

. 전자변 (solenoid valve) 조작 판넬 

. 셀내 확장계풍의 밸브작동상태를 표시하는 mimic panel 

. sarnpling bay console 

나)측정방법 

연료봉의 핵분열기체량은 연료봉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측정방법도 다르다. PWR 표준핵연료봉인 경우 기체량이 비 

교적 많으므로 진공도를 낮게 해도 측정이 용이 하나 설험용연료봉 

(expe마nental rod)은 기체량이 매우 작으므로 장치 내에 고진공이 

필요하게 되며 고진공에 따른 degassing 도 고려해야 한다. 

PWR 표준연료봉은 피복관을 천공하였을 때 방출되는 기체량이 많 

으므로 확장회로를 이용하여 기체량과 봉내압을 측정하거나 확장용기 

중 작은 확장용기에 들어 았는 기체량을 토플러 펌프에 부착되어 았 

는 뷰렛을 이용하여 측정한 다음 장치와 용기의 체적비율 이용하여 

기체량을 계산한다. 

(1) 확장회로를 이용한 기체량 측정 

- 연료봉을 드렬링챔버에 삽입시키면서 장치 내에 았던 불 

순물을 제거하고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질소의 압력을 대기압 보 

다 약간 높게 셜정하여 공급시킨다. 

· 드렬링챔버에 삽업된 연료봉의 기멸을 유지시키고 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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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펌 프를 사용해 진공도가 1 X 10-3 rnbar 가 되 도록 유지 한다. 

· 드렬령머신(drilling rnachine)의 모터를 가동시키고 드렬 

령머신의 레버를 아래 위치로 이동시켜 천공을 완료시키고 천공이 완 

료된 후에는 레버를 원상태로 이동시킨다. 

• 연료봉에서 방출된 핵분열기체의 압력이 안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며 안정된 후 기체의 온도와 압력을 기록 

한다. 

· 장치 내부에서 측정한 온도와 압력으로 유량을 계산한 

다. 

(Vd + 타 + V c1 + V c2 ) X P x 273 
Vg = 

760X(273 + 질험질의 온도) 

여기서 ， Vd 드렬령 챔버의 체적 (껑5 c며) 

I깐 : 연료봉의 빈공간체 적 (void volurne) 

Vc1 확장용기 의 체 적 (7.5 c며) 

Vc2 : 확장용기 의 체 적 (692 c며) 

T 핵분열 기체의 온도 

P 기체의 평형압력 

Vg : 기체의 양이다. 

(2) 확장용기 체적과 전체 체적의 비율을 이용한 기체량 측정 

확장회로중에 작은 확장용기 (Vcl )내에 있는 핵분열기체를 

토플러펌프에 부착된 burette에 의해 기체량을 측정한 다음 확장용기 

와 전체체적(드렬령챔버체적+확장용기의 체적)의 비를 곱해서 기체량 

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 연료봉을 드릴령챔버에 삽입시키면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질소기체를 공급하여 장치의 내부를 정화시킨다. 

·진공펌프를 가동시켜 기준치의 진공도를 유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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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 값을 측정한다. 여기서 blank 값은 장치 내부 표면에 흡착 

(adsorption)되어 었던 기체를 고진공시키므로서 정해진 시간 동안 

degassing 되어서 토플러 펌프에 의해 포칩된 기체의 체적이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V : bure없 으로 측정한 기체의 부피 

T: 대기의 온도 

p: 수은기둥의 눈금차 

Va 표준대기압 상태의 체적 

Pa 표준대기 압(760 m bar) 

Ta : 표준온도 (273 OK) 

PaXVa pxv 
-

Ta T 

PXV Ta 
Va X 

T Pa 

표준대기압상태의 blank 값을 Vb라 하면 

PXV 273 
Vb = Va = X 

760 273 + T 

이고， 여기서 blank 값이 100 m띠 보다 작아야 하며， 만약 이 값 이상 

이면 재 측정해야 한다 . 

. blank 값 측정을 완료한 후 진공펌프를 가동시켜 진공도가 

기준치에 이르도록 한다. 

· 진공이 완료되면 피폭관의 천공을 진행시키고 핵분열기체 

를 드렬링챔버와 확장회로에 방출시킨다. 

· 확장용기 (Vcl )에 었는 핵분열기체를 부스터 펌프를 사용하 

여 토플러 펌프로 이송시키고， 토플러 펌프에 부착된 burette으로 기 

체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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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표준대기압 상태에서의 확장용기 (C1 )의 체적 

Vb : blank 값 

V : burette에서 측정된 기체량 

p 대기압 

T 실험실 온도 

Vg : 연료봉의 핵분열기체량 

X v 확장용기 (Vcl )와 전체체적비 

(드렬링챔버체적+확장용기의 체적) 

Vxp 
Ve = 

760 

273 
X 

273 + T 

V낭 = (Ve - Vb) x X v 

• 기체량 측정이 완료되면 기체의 성분분석을 위해 기체를 

포집하고 화학분석실에 성분분석을 의뢰한다. 

· 기체포집을 완료한 후 장치내부의 기체를 질소기체와 희석 

하여 핫셀 내부로 방출시킨다. 

· 장치 내부의 정화가 완료되면 연료봉의 천공을 레진으로 막 

고 blank 값을 측정 한다. 

· 레진으로 막은 피복관을 다시 천공하여 연료봉내의 공기량 

을 토플러펌프의 burette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측정된 공기량이 연 

료봉의 빈공간체적 (void volume)이며 표준대기압 상태로 환산한다. 

냐. 핵분열기체량 및 봉내압 측정장치 설계 

1) 측정장치의 주요 구성품 

가) 천 공장치 (puncturing device) 

연료봉의 피복관을 드렬， 유압펀치， 또는 레이저 빔을 사용 

- 112 -



하여 천공하는 장치로 장치 내부를 진공시키고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 

에 장치의 연결 부분， 연료봉이 삽입되는 부분과 드렬축이 회전하는 

부분 또는 유압펀치의 직선운동부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확장용기 (expansion chamber) 

확장용기는 연료봉을 천공하였을 때 방출된 기체를 확장시 

키는 용기로 연료봉의 종류에 따라 크기는 다르지만 용기와 회로(배 

관)의 체적을 정밀하게 교정 (calibration)해야 한다. 

다) 진 공펌 프(vacuum pump) 

진공장치는 관로의 굴곡， 관로의 급확대/급축소， 또는 배관 

의 길이에 따라 유로의 저항이 크게 증가하므로 펌프의 용량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진공시간도 지연되므로 가능한 장치와 관로를 단순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표 9 는 진공펌프의 종류별 사용범위이며 진공도 

에 따라 장치에 적합한 펌프의 선정이 중요하다. 

2) 측정 방법 

핵분열생성기체의 측정방법은 설험대상의 연료봉의 종류， 장 

치의 구성 및 운전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표 10 은 각 장 

치별 특성을 나타낸다. 

가) 확장회로를 이용한 측정법 

핵분열기체의 양이 비교적 많을 때 교정된 용기 (standard 

volume)에 핵분열기체를 확장시켜 그때의 기체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 

여 기체량과 봉내압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핵분열기체를 확장시킬 때 압력은 확장회로의 크기와 방출된 핵분 

열기체량에 따라서 정압 또는 부압상태로 된다. 예를 들어 방출된 

기체의 양보다 확장용기의 체적이 작을 경우 핵분열기체의 압력은 부 

압(negative pressure)상태가 되며 이 경우에는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 

보다 낮은 상태이므로 핵분열기체가 장치에서 대기 중으로 누출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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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이 적어 안전성은 보장되지만 장치의 기밀능력이 저하될 때 공기 

가 흡입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확장용기에 핵분열기체를 확장시킬 때 

압력비가 커져서 측정 정밀도는 낮아진다. 

표 9. 진공펌프의 사용범위 

구 
(rnmHg) 

1tE3r 
펌표의 종류 l|0-8 l0 |-7 l |0-6 l0 |-5 l |0-4 lO | 3 l |O 2 l0 |-l l | lO | lm | 760 

피스톤 1단 鐵鐵癡앓쌓쳤짧앓i짧 

피스톤 2단 ?鐘驚짧댔였앓랬鍵폈찮찮짧 

너쉬펌효 1단 쫓볍 

기 
너쉬펌죠 2단 썼鉉짧잖떻협 

계 유회전 1단 ~~짧쩔總繼鍵鍵鐵짧鍵鐵앓쩔 

식 유회전 2단 평갖?‘」鐵싫폈짧짧줬싫鐵앓월蠻繼繼議찮앓짧짧 

펌 다익회전 1단 §鐵짧뿔쟁 
표 다익희전 2단 鍵灣織g

기체밸러스E1단 繼擺瓚繼鍵짧 

기체밸러스E2단 繼鍵鍵織뿔짧앓짧혈離 

메카니컬부스터 響蠻鍵購廳鍵爾轉鍵顯顯聽擬폈찮앓쩔 

분자펌효 鍵짧짧鍵繼鍵鍵鍵鍵購羅鍵뚫짧헛웰 

스팀이젝터 1단 윗§짚戀，쐐 

스팀이젝터 2단 、2ι져τ 잉f;~!~H ‘ 

스팀이젝터 3단 鐵摩:fj월펑줬 

1tEjr 스팀이젝터 4단 꿇露랬헬;장 

사 스팀이젝터 5단 뿔製驚삶魔혔 

펌 유확산이책터펌프 ;혔짧繼繼鍵織鍵驚鐵짧짧 
n: 유확산펌프다단 鍵爾鍵鍵驚驚購醫鍵繼鍵擁鍵

수은확산펌프다단 ;했짧탠鍵總戀騎輕灣쩍폈鍵줬쩡?￥링줬뚫싫~.썩찮:않 

공기이제터 펌프 않댔쌓~t~쩍 

물이책터 펌표 쉰~i~f~~:폈 

굿터이온펌프 選鐵繼鐵鐵鍵鍵훨뿔 

굿라이오펌프 짧驚轉購鍵鷹繼購鍵혔왔鍵鍵짧했鍵驚轉짧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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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핵분열기체량이 장치의 체적보다 클 경우 연료봉에서 핵분열 

기체를 방출/확장시켰을 때 기체의 압력은 정압(positive pressure)으 

로 되며 장치의 기밀능력 저하시 대기 중으로 핵분열기체가 누출될 

우려가 었다. 그러나 장치의 내부로 공기가 흡입될 우려가 없으며， 

피복관 천공사 방출된 기체의 압력평형 시간이 단축되고， 확장용기 

에 기체를 확장할 때 압력비가 적어 측정 정밀도가 높다. 

Vj: 연료봉의 빈 공간 체적 (void volurne ) 

Ve : 확장용기 의 체 적 (expansion volume) 

Vc : 천공용기의 체적(연료봉 천공전) 

Vt : 천공용기의 체적 (연료봉 천공후) 

Pj 천공용기에서의 핵분열 기체의 압력 

P2 : 핵분열기체 팽창후 평형압력 

T j : 천공용기에서의 온도 

1장 : 핵분열기체 팽창후 온도(압력펑형 상태) 

(1) 연료봉의 빈공간체 적 (void volume) 

Vs P2 좌 
타= 

Pj T2 - P2 Tj 

(2) 봉 내압 

(Vt + Vs ) P2 Tl 
타= 

vj T2 

(3) 핵분열 기체량 

Vc 

Aφ = 연료봉 내압 x 연료봉의 빈공간체적 = 타 x 타 

나) 확장용기와 전체 체적비를 비교한 기체량측정 

장치의 확장회로중에 작은 확장용기를 셜치하여 핵분열 

기체를 확장시키고 다른 확장용기와는 밸브로 차단시키고 핵분열기체 

를 부스터펌프(booster pump)로 토플러 펌프까지 이송한다. 이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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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기체를 토플러펌프의 burette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장치의 전 

체체적(천공용기 체적+확장용기 체적의 합)비를 비교해서 기체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의 체적) 

Ve 표준대기압 상태에서의 확장용기의 체적 

Vb : blank 값 

V : burette에서 측정한 핵분열 기체량 

p 대기압 

T 실험실 온도 

Vg : 연료봉의 핵분열기체량 

X v 확장용기 (Vcl )와 전체체적비(드릴링챔버체적+확장용기 

(1) 확장용기의 체적 

vxp 273 
X Ve = 

760 273 + T 

(2) 핵분열기체량 

Vg =(Ve - Vb) x 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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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특성 포집장치의 핵분열기체 표 10. 

jAERI一TokaiKAERI-PIEF .!2.. --, 항 

- PWR연료봉 - PWR연료봉 
- 실험연료봉 

- 수동 운전 

1. 실험대상 
연료봉 

2 .. 운전방법 - 자동 및 수동 운전 
- PC program 

- DUllChim! device 
유압식(최대 5 ton) 

- cell내부 : 전자변 
- cell외부 : 수동밸브 

- φ패ng device : 3 상 
induction motor 사용 

- toraue 
초기 : 4 Nm 
최대 : 7 Nm 

1) 밸브조작 

2) 천공장치 

- ionic dischanæ Dilot 
tube 이 용 1차 조공시 
le삶‘ 검사 

3) 져휩 및 누설 

- 1차: rotary pump 
- 2차: düfusion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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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감마 방사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방사선 영향 

L 방사선 영향 

고준위 방사선량은 재료의 특성을 변화시켜 커다란 손상을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마 방사선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장비의 설계를 위해 방사선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요 

구된다. 방사선 손상의 영향 및 정도는 재료의 형태， 흡수선량의 크기， 

그리고 기타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가.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영향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단지 구성품을 만드는 재 

료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엔 

지니어링 특성은 구성품 별로 만족해야 될 기능에 따라 다르다. 더구 

나 구성품이 사용될 특정 장비의 설계는 주어진 엔지니어령 특성에 

대한 수용 가능한 퇴화의 양을 결정한다. 장비가 수용할 수 있는 퇴 

화의 양에 대한 계산， 즉 주어진 기능의 수행에 대해 충분히 높은 확 

률을 유지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내방사선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손상분기점”으로 나타내며， 이 

손상분기점은 어떤 재료 특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요구되는 선량 

값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변화 선량율”이 된다. 이 선량률은 재료 특 

성에 대해 어떤 변화율(25 %. 50 % 등)을 일으키는데 요구되는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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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장비가 의도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만， 변화율은 아주 높을 수도 었다. 

많은 전기 및 기계 구성품들이 핵연료 취급 시설이나 전체 시스템 

의 운영을 위해 요구된다. 펼요한 구성품들의 몇 가지 예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구성품들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주된 자료들은 원자력발 

전소에서의 경험과 장비의 품질 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은 원자력발전소보다 상대적으로 일정한 고준위 감 

마선량을 갖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의 방사선 영향은 이들 자료와는 

약간 다르다. 

구성품 선택을 돕기 위해， 내방사선 장비 제작업체의 목록을 표 12 

에 나타내었다. 이 표는 내방사선 제품 및 제작업체 그리고 전형적으 

로 사용되는 몇몇 장비를 표기하였다. 

1) 전기 및 전자 구성품 

전기 및 전자 구성품은 방사선 조사에 아주 민감하다. 

전자적 구성품 

전기적 구성품 

전자기계적 

구성품 

전기구조체 

기계 장비 

표 11. 시스템내 구성품의 예 

증폭기， 컨트롤러， 표시기， 인버터/충전기， 로직 
디바이스， 계기， 전원공급기， 레코더， 신호조절기 
맛데리， 전선， 컨넥터， 히터， 절연재/테이프， 관통 
터미널 블록， 변압기 

회로분리기， 휴즈， 모니터， 모터， 릴레이， 스위치， 

트랜스미터， 밸브 작동기 

맛데리 랙， 모터 제어반， 계측기 래， 판넬 

에어록， 크레인， 덕트， 필터， 이동장비， 히터， 
모터， 파이프， 펌프， 탱크， 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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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능한 내방사선성 구성품 목록 

Resolver ‘ ’‘~.“~.‘-’ •• ‘ • ，“-~“J‘、"‘ 1 x 10" 
Laboratories 

LVDT Schoeritz 1 X 1010 

Electrical 
T.emo 1 x 10" 

Connectors 
1 X 108 

6 X 101~ 
ElectricWrre .LJ,..J J.'-' .L 도 ....... .1.ll JU~\..웠'''''깅 

instrument cable 
Cable 

Boston fus버ated Wrre 2 X 106 

Proximity 
Capacitek 6 X 101~ ID맺:>ends on cable 

가) 콘덴서 (Capacitors) 

유리， 운모ünica) , 종이의 콘댄서는 일반적으로 105 Gy의 선량 

에 대한 방사선량에는 강하다. 이들의 정전용량은 방사선 흡수선량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장기간의 조사는 이들의 기능을 변화시 

킨다. 오일 콘덴서는 상당한 가스 방출을 일으킨다. 이러한 가스 방출 

은 콘덴서를 팽창시키고 어떤 부위를 약화시킨다. 전해 콘덴서는 다 

른 유형의 콘덴서가 고장을 일으키는 조사시간보다 약 1/10의 시간에 

서 고장을 일으킨다. 일반적인 콘덴서 재료의 목록과 이들의 경계 선 

량값은 표 13과 같다. 

나)회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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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으로 구성된 절연체가 방사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저항이 감소되고， 뒤틀립， 수포현상， 물리적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회 

로판의 코팅은 내방사선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세라믹판은 일반적얀 

적층 플라스틱의 대용으로 가능하다. 

표 1.3. 콘덴서 재료의 선량값 

유리 1 x üi> 
종이 1 X 105 

운모 1 X 104 

세라믹 1 X 104 

에나벨 1 X 104 

탄탈륨(Ta) 1 X 103 

전해질 1 X 102 

다)전선 

일반적으로 전선은 절연체로 분리된 거의 모든 도체 시스템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절연체에 대한 방사선 환경에서의 수명은 전기적 

특성보다도 전션의 기계적 손상(부스러짐， 피복의 벗겨짐 동)에 대한 

저항성에 의존한다. 방사선 환경에서 전기적 특성의 영구적인 변화는 

아주 미미하다. 재료의 분자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도 상수와 같 

은 속성은 재료 분자구조의 상당량이 변경될 때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전도 상수는 무결정과 같은 다른 엔지 

니어링 특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선량에서 약간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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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질의 절연 내구성은 선량에 민감하다. 어떤 물질의 절연 내 

구성 은 102 
- 104 Gy씨의 감마 방사선 조사동안 101 

- 102율로 증가할 

수도 었다. 내구성의 일시적인 감소는 고-임피던스 회로에 문제를 일 

으키지만， 일반적으로 조사후의 복구는 단지 매우 높은 총조사량에 

대한 문제이다. 상호적이거나 다양한 웅력에 따른 간섭 효과를 받는 

절연체는 다음과 같다. 

• 클로로플랜( chloroprene) 

• 마일라(mylar) 

• 염 화술폰화된 폴리 에 틸 렌(chlorosulfonated polyethylene) 

• 테프론(teflon): 일반적으로 방사선 환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 가교결합된 폴리올레핀(crosslinked polyolefin) 

• 폴리 에 틸 렌(polyethylene) 

• 에 틸 렌 프로펼 렌(ethylene propylene) 

• 폴리 염 화비 닐(PVC， polyvinyl chloride) 

절연체에 사용되는 대부분 플라스틱은 방사선 환경하에서 단단하게 

되어 결국 이들은 부서지기 쉽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굴곡 현 

상이 발생할 경우， 절연체가 벗겨지고 일부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 

온다. 무기질 절연체(세라믹， 유리， 운모 동)와 유기와 무기질이 혼합 

된 절연체(석탄산 광택제 또는 실리콘에 첨가되는 운모와 유리)가 일 

반적으로 고온 및 고방사선량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만 

약 높은 유연성이 요구된다면， 일반 전화선처럼 전선을 감는 것이 방 

사선에 조사되는 전선의 웅력을 줄이는데 유용할 것이다. 

라)전기콘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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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콘넥터는 방사선에 조사되어 절연체의 움츠렴， 열분해 및 

유전체 속성이 파손된다. 콘넥터 내부에 삽입된 세라믹의 사용은 훨 

씬 더 좋은 내방사선성을 제공할 것이다. 

높은 범위의 저항기는 낮은 범위의 저항기보다 방사선에 의한 손상 

이 훨씬 더 민감하다. 고장과 손상은 저항이 낮아짐으로서 발생되며， 

이것은 방사선량 준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전선이 감겨진 저항 

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것보다 덜 영향을 받는다. 몇 가지 형 

태의 저항기와 이들의 내방사선 동급은 표 14와 같다. 

표 14. 저항기에 대한 선량값 

Precision wire-wound ceramic bobbin 

Metal film 

Precision wire-wound epoxy bobbin 

Carbon film 

Other film 

Composition 

Oxide film 

마)변압기 

1 x 100 

1 X 105 

1 X 104 

1 X 104 

1 X 103 

1 X 102 

1 X 101 

절연재의 퇴화와 내부 혼합물의 팽창때문에 변압기의 물리적인 

손상은 명백하다. 이러한 팽창은 합선 또는 차폐물과 케이스 사이의 

벌어짐 등을 야기시킨다. 고방사선량 준위에서 도자율(permeability)과 

항자력 (coercive force)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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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및 전기기계 구성품 

방사선은 흔히 기계 장치 내의 유기 재료(윤활유， 권선 절연 등)에 

손상을 준다. 

가) 호스， 탄력 튜브 및 격판 

유연한 플라스틱(폴리에틸렌， 탄화불소， 폴리염화비닐 등)과 합 

성고무 재료가 호스， 탄력 튜브， 격판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재료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온도， 기압 유체 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 

으로 호스는 필요한 만큼 유연성을 갖지만 일정한 힘을 유지해야 한 

다. 다행히 방사선은 장력보다 유연성에 더 빠른 손상을 준다. 

손상에 대한 저항성과 장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호스들이 중합재 

료에 충전재가 첨가된다. 유리섬유， 석면， 탄소 등과 같은 유기질 충전 

재는 호스의 내방사선성을 높이고 호스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 

다. 

나)자석 

단단한 자성 재료(alnico， 크롬강 등)는 내방사선성이 높다. 유연 

한 자성 재료(다양한 자기 장치에 자심으로 사용되는 것)는 훨씬 더 

민감하다. 그러나 조사가 적절히 조절될 때， 조사는 자성 속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비록 핵연료 재처려 환경에서는 중요하 

지 않을지라도， 중성자와 하전 업자에 의한 높은 방사선량은 영구자 

석의 자성 속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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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터 

모터에 있어서 방사선 손상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절연， 윤활， 

밀봉 부분이다. 고려되어야 할 환경 조건중의 하나로， 모터와 제동장 

치 제작에 사용되는 자석 권선의 절연재 선택 시에 온도가 가장 중요 

하다. 전류가 통하는 모터와 제동장치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온도의 상숭은 절연재의 최대 허용 작동 온도를 초과함에 따라 고장 

을 일으킬 수 있다. 온도의 상숭은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물리적인 속성의 퇴화 또는 변형은 전도체의 저항과 절연재 

의 유도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모터의 윤활 체계에 있어 유기 밀봉 

재는 윤활유 자체보다 방사션에 2배 내지 10배 정도 더 민감하다. 

라) 첨가 또는 캡슐화된 화합물 

많은 중합 체계가 전기적 저항， 습도 저항 그리고 전기 구성품을 

코팅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적 특성들을 제공하기 위해 형성될 수 있 

다. 그러나 적당한 온도에서 경화되는 화합물을 바란다면， 응용 방법 

틀을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량의 중합체 (polymers) 성분의 용량을 제 

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에폭시 수지와 실리콘 수지 그리고 일반 

수지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설리콘이 첨가된 재료는 유연성과 습기 저항성이 매우 높고 탄성이 

적당히 높아져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방사션에 

의해 생성된 가스는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마) 밀봉재， 오링， 가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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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탄성중합체는 밀봉재， 가스켓 그리고 오링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고무와 몇몇 부드러운 플라스틱등 유연하고 탄력 있 

는 재료가 요구될 때 사용된다. 여러 재료와 필터틀이 어떤 속성을 

갖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밀봉재， 오링 그리고 가스켓을 위해 가장 

중요한 속성틀은 견고성， 탄력성， 신축성， 압축성 등이다. 

탄성중합체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성질들은 증가하지만， 일부 

탄성중합체에서는 탄력성， 접점 그리고 압축성 둥이 먼저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는 방사선 조사로 인한 경화 때문에 발생한다. 즉， 경화는 

제조 시에 이용된 처리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로， 오링은 큰 변화 

없이 107 Gy까지 견딜 수 있다. 두가지 예는 부타디 엔 아크렬로니트 

렬 (butadiene acrylonitrile)과 에 틸 렌 프로 펼 렌 (ethylene propylene) 이 

다. 

탄성중합체로는 SBR, 니트릴， 네오프렌과 몇몇 폴리우레탄 고무가 

포함된다. 300 oF 이상의 온도에서는 Viton-A, Kel-F, 니트렬 고무 

그리고 실리콘 탄성중합체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밀봉재가 

방해받지 않는다면， 고정 밀봉제의 성능은 보고된 재료 수명을 초과 

할 것이다. 

밀봉재와 가스켓은 기름속에 들어 있을 때 더 높은 내방사선성을 

가진다. 기름속에 들어 있는 Viton-A 밀봉재와 실리콘 고무는 공기 

중에서 보다 2배 이상 큰 106 Gy 션량에서도 기능올 발휘한다. 방사 

선 손상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성분이 재료에 더해질 

수 있다. 이들 물질은 흔히 “내방사선재”로 알려져 았으며， 니트렬， 네 

오프렌， SBR, 그리고 천연고무의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킨 

다. 특수한 재료에 대한 내방사선재는 작동수명을 10배 정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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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바) 열 절연재 

중합체 절연재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가스의 방출을 약간 증가 

시킬 것이고， 열 절연재의 필수적 특성인 열전도도를 감소시킬 것이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열 절연재는 효율적이고 저밀도 포말(泡泳) 

이다.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천연고무， 합성고무 그리고 폴리염화비 

닐은 가장 일반적인 재료이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과 탄성중합체는 

생산 시에 어떤 단계에서 첨가재를 불어 넣거나 기포화하여 형성시킨 

다. 흔히 방사선은 기포의 탄력성과 압축성을 변경시킨다. 실제로 장 

치의 작동이 기포화된 구성품에 의존하는 경우 몇몇 중합체는 방사 

선에 대한 내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나. 무기물질에 대한 방사선 영향 

본 절에서는 무기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방사선 영향 정보를 수 

록하였다. 종류가 다른 물질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은 각각의 경우에 

독특한 방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물질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질이 방사선 영향에 

가장 만감하며， 유기물질에 비해 세라믹 및 금속물질은 내방사선성이 

높다. 

1) 금속에 대한 방사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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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속의 대부분의 성질은 y 선의 조사에 의해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r 선의 조사량 누적으로 인한 주된 영향은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가 중가되고 연성은 감소된다. 내방사선성과 판 

련하여 금속이 가장 우수하며， 그 다음은 무기물질， 유기물질의 순서 

로서 유기물질이 방사선에 가장 민감하다. 

상용 금속 중에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이 방사선의 영향을 가 

장 적게 받으며， 그 다음이 스테인레스강으로 상용 금속 및 그 들의 

손상분기점을 표 15에 수록하였다. 

표 15. 금속의 손상 분기점 

Rank I Met떠S 

1 I A1uminum and its 머loys 
2 I 300 Series stainless steel 

3 I 400 Series stainless steel 
4 I Iron 

5 I Copper 

6 I Brass and bronze 

7 I Nickel and i않 떠loy 

8 I Beryllium copper 

Threshold level(Gy) 

5 X 1011 

1 X 1011 

5 X 1010 

3X 1010 

2 X 1010 

1 X 1010 

1 X 1010 

6X109 

대부분의 금속은 담금질 (annea1ing)에 의해 방사선 영향이 제거된 

다. 대부분의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충분한 자유전자에 의해 금속 원 

자들이 빠르게 전자 평형으로 회복됨으로서 상쇄되며， 이를 근거로 

재처리시설의 설계에 있어 금속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고려하지 않 

는다. 

2) 세라믹에 대한 방사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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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은 방사선에 대해 상당한 내성을 갖는 물질로 플라스틱이 

나 유기물질보다 내방사선성이 높으나， 금속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세 

라믹에 대한 일반적인 방사선 영향은 팽창에 의해 크기가 증가하며， 

밀도가 감소된다. 이러한 방사선 영향은 종종 담금질에 의해 제거되 

거나 감소된다. 상용 세라믹 및 그 들의 손상분기점을 표 16에 수록 

하였다. 

표 16. 세라믹의 손상분기점 

Rank Metals Threshold level(Gy) 

1 A1umina 5.0X lOlU 

2 Silicon carbide 6.0x 108 

3 Mica 5.0X 107 

4 Quartz 2.0X 107 

5 Glass, flint 2.5X 105 

6 Glass , borosilicate 1.0X 105 

7 "Vycor" glass 5.0X 104 

3) 광학물질에 대한 방사선 영향 

많은 광학물질들은 y 선에 조사되면 심하게 손상된다. r 선의 

조사에 의해 광학물질은 어두워짐으로서 빛의 투과율을 낮추며， 표 

17에 수록한 바와 같이 y 선에 조사된 후에 빛의 투과율이 낮아지는 

광학물질도 었다. 정제된 용융 silica(ComÎng 7940)와 같은 물질은 방 

사선에 대해 상당히 내성을 갖는 물질로， 5x107 Gy에 조사된 후 다 

양한 파장에 대해 11% 정도만 품질이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광학물 

질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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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감마선 조사에 의한 광학물질의 빛 투과율 

Radia- Avliegmhtge Light transmission 따ter 
tion exposure(%) 

Material ( d×os1eU-
transmlsslOn at varioüs wavelengthsa 

before 
Gy) exp(%os)ure 4 x lO'

j

l5 x 10"16 x 10" 17 x 10" 
Borosilicate crown-2 1.0 98 0 3 25 46 
(517:645) 

Borosilicate crown-2, 1.0 98 60 86 88 89 
protected(517:645P) 

Dense flint-2(617:366) 5.0 94 0 1 11 21 

Densee fudr(l6t1-723‘ 1.0 91 45 83 85 86 
protected(617:366P) 

Purified fused silica 5.0 100 89 89 89 89 
(Corning 7940) 

Quartz 1.0 99 35 30 31 56 

S1/암8-roinn. 6 
th9i0c

,
k 

1.0 65 0 11 47 62 

S1/암aroinn- 6 th9i0c
,
k 

1.0 75 0 2 28 56 

Tmybpee, e 1n7v2e3I,o 
electron- 0.1 83 7 23 39 63 
pe glass 

Vycor 0.02 99 0 0 0 1 

Vycor
‘ 

protected 0.5 99 u1 24 36 61 

aw avelengths are rneasured in Angstro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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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물질에 대한 방사선 영향 

방사선에 조사된 유기물질에 대한 방사선 자료는 매우 복잡한 형 

태로 영향을 받는다. 물질이 받은 방사선 조사량이 같을 경우라도 품 

질저하 정도는 조사속도에 영향을 받으며 조사후에 어느 기간(길게는 

5-6 개월후)이 경과되어 품질저하가 일어나는 경우도 었다. 품질저하 

정도는 물질 주변에서의 산소 유무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유기물 

질은 제작업체가 매우 광범위하다. 같은 물질의 경우에도 제작공정에 

따라 밀도， 착색， 분자량과 같은 물질의 성질이 상이하며， 방사선조사 

에 의한 영향도 달라진다. 

고분자， 절연체， 탄성중합체와 같은 유기물질은 비교적 넓은 영역의 

조사량004 -108 Gy)에 대해 물질의 변화에 관한 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물질의 성질 변화는 조사되는 물질의 궤도전자에 y 션의 산란 

또는 흡수에 의해 일어나며 이온화 또는 여기작용을 발생시킨다. 전 

자와 원자의 재결합에 의한 여기분자는 화학결합을 파괴한다. 화학결 

합의 파괴에 의해 생성되는 전하를 가진 원자와 자유기는 매우 반응 

성이 높으며， 최종 생성물이 형성되기 전에 다양하고 복잡한 반응 과 

정을 가진다. 고분자 유기물질은 화학적 결합의 파괴에 의해 수소원 

자와 함께 비교적 분자량이 큰 조각으로 분리되어 분열(scission ， 작은 

분자들로 절단) 또는 가교결합Ccross-linking， 그물망 구조로 재결합) 

과정을 가진다. 가교결합은 물질을 단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에 분자의 분열은 물질을 무르게 한다. 

작은 분자량을 가진 조각이 생성되며 이 조각의 대부분은 수소와 

같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의 방출로 인해 장비의 밀폐를 위한 

용접 부위가 파손되기도 한다. 분자량이 큰 기체는 고체상의 고분자 

- 132 -



내에 잔류되어 높은 온도에서 팽창， 균열， 기포 등을 발생시킨다. 일반 

적으로， 무르고 유연한 유기물질의 성질은 단단하고 견고한 유기물질 

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되며， 대부분의 유기물질은 106 Gy의 조사량에 

의해 품질이 저하된다. 

유기물질의 내방사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전물 및 내방사성 

수지를 첨가하기도 하며， 이러한 물질의 사용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유기물질의 성질 및 적용 분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1) 접착재， 

(2) 피막재， (3) 탄성중합체， (4) 윤활재， (5) 플라스틱의 5 가지로 분 

류하였다. 

1) 접착재에 대한 방사선 영향 

접착재는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입는 접착재의 노출 표면은 일 

반적으로 연결 부위에 가장 높은 웅력을 받으며， 균열의 초기화에 영 

향을 미친다. 충전재를 사용하여 내방사선성을 향상시키며， 적절한 충 

전물질의 사용에 의해 50% 이상 화학결합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시 

스템의 고유한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었다. 

2) 피막재에 대한 방사선 영향 

피막재는 장비 및 부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한 기능으 

로는 산소， 오존 및 다른 오염원에 의한 부식， 전기전도， 화재， 습도 

둥을 방지한다. 피막재에 대한 방사션 조사의 영향은 몇 가지 다른 

방식에 따른다. 합성 유기 피막재의 방사선조사에 의한 손상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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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 기 포(blistering) • 취 약화(embrittlement) 

• 균열(cracking) 

• 가소재(plas디cizer) 및 충전재(fillers)의 유실 

• 색도변화(color change) 

• 인장(tensile) ， 전단(shear) ， 탈피 (peel)강도의 손실 

• 탈결합(debonding) 표면의 벗겨짐 (surface flaking) 

고방사선량 구역의 장비에 대한 피막재를 선택할 때에 가장 주된 

고려사항은 제염의 용이성이며， 그 외에 온도， 습도， 품질보증 및 세척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호 피막제의 내방사선 정도는 첨가제， 

가소제，.용매， 촉매， 경화제와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손 

상 분기점을 평가하기 매우 어려우나， 방사선에 조사되는 피막재의 

일반적인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료를 첨가하지 않거나 적게 첨가한 경우에 비해 착색된 피막 

재는 방사선에 강하다. Carbon black은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억제하며， titanium dioxide는 손상을 가속화시킨다. 

- 금속표면에 피막을 입힐 경우에는 초별피막재 (primer)의 선택 

이 중요하다. 

- 특정한 시스템의 경화 정도는 내방사선성에 영향을 미친다. 

- 잔류되는 용매는 내방사선성에 영향을 미친다. 

- ì 선 및 열은 대부분의 유기 피막재의 물리적 성질을 초기에는 

개선시키나， 일정 조사량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되면 유기 피막 

재는 가교결합 및 분해된다. 금속에 에폭시로 피막을 입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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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금속-피막 접촉영역에서 파손된다. 

많은 경우의 피막 시스템은 1 X 106 Gy 이하의 방사선 조사에는 영 

향을 받지 않는다. Phenolic alkyd enamels, silicone alkyd enamels, 

alkyd-epoxy의 경 우에 는 107 Gy 이 상의 경 우에 도 사용되 며 , 두 가지 

의 epoxy와 한 개의 개선된 phenolic의 경우에는 탈염수 내에서 5X 

107 Gy로 조사하여도 손상되지 않았다. 

피막을 입히고자 하는 표면은 종종 내방사선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 Amercoat 33은 일종의 비닐피막으로 알루미늄 표면에 대해서는 

2X 106 Gy에 조사되어 손상되며， 콘크리이트 표면에 대해서는 1 X 107 

Gy로 조사하여도 손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이트에 피막을 

입히는 것이 더 안정하다. 

3) 탄성중합체에 대한 방사선 영향 

탄성중합체는 방사선에 조사되면 일반적으로 그 인장강도， 신장도 

(elongation), 압축강도가 변화된다. 탄성중합체는 열가소성 고분자로서 

유리전이온도 이상에서 사용된다. 기층 고분자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탄성중합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수지에 비 

해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더 받는다. 탄성중합체의 내방사선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경화재， 충전재 및 다른 첨가재 둥을 첨가하기도 한다. 

시설 장비에 사용되는 탄성중합체의 종류는 매우 많고 다양하며， 전 

형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 Diaphrams • Insu1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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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er material 

• Gaskets and se떠S 

• Hoses 

• Jackets 

.0 Rings 

• Supports 

탄성중합체의 내방사선성은 경화재， 산화방지재， 충전재 및 다른 첨 

가재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공정 및 경화 조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충전제를 함유한 탄성중합체는 순수한 탄성고무 재료 

에 비해 내방사선 정도가 높다. Carbon black이 내방사선성을 향상시 

키는 가장 좋은 충전재로 알려져 있으며， 완전하게 경화되지 않은 화 

합물의 경우에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이 더 높다. 현재 149 'c (300 "F) 

이상에서 사용되는 고무 재질은 방사선에 취약하다. 내열성이 좋은 

설리콘 및 불소-기층 고분자는 내방사선 측면에서 평균 이하의 값을 

가지 며. nitri1e 및 neoprene 고무는 149 "C(300 oF) 이 하에서 사용된 

다. 

통상적으로 내방사선재라 호칭되는 amines와 phenols와 같은 물질 

을 사용함으로서 방사선에 대한 안정성을 2-10 배 개선시킬 수 있으 

며， 이러한 물질들은 산화 방지 성질도 가지고 었다. 내방사선재는 각 

각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 

여야 한다. Viton-A와 일부의 실리콘 고무와 같은 물질은 오일에 담 

글 경우에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이 많이 개선된다. 이는 석유가 자유 

라디칼에 대한 배기 역할을 수행하거나 에너지 전달을 위한 효율적 

인 매개체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윤활제에 대한 방사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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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재는 표면마찰을 줄이고， 부식 방지 및 냉각을 위해 구동되 

는 기계적 장비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태를 가진다. 

• 액상 윤활재(오일) 

• 용해수지 및 고체가 용해된 윤활재 

• 합성 유기고분자를 포함하는 고체 윤활재 

• 건식 윤활재 

유기윤활재는 일반적으로 오일과 첨가재로 구성된다. 오일의 종류 

는 매우 다양하고 여러 성분을 흔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첨가재는 

윤활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윤활재는 광유 

(mineral oil)로부터 파생 된 물질 이 나 esters， ethers , silicones, 

polyalkenes (polyolefins) 등과 같은 합성물질도 사용된다. 

윤활재는 방사선에 조사되면 산화가 가속되며， 물리적 성질 및 성 

능이 저하된다. 오일 및 첨가재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윤활재는 방 

사선에 영향을 받는다. 윤활재는 방사선에 조사되면 그 점도， 밀도， 산 

도， 산화 안정성 동과 같은 중요한 성질이 달라지므로 거의 모든 액 

상 유기윤활재는 궁극적으로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고체상으로 

변화된다. 윤활재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홉수된 에너지량， 물질의 정 

확한 조성， 압력， 온도， 대기중의 기체조성파 같은 환경인자에 따라 달 

라지며， 윤활재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 성질의 변화， 큰 분자량 및 작은 분자량 물질의 생성， 

olefin 성분 증가 

- 점도 증가 

- 액체(연료 및 오일)가 검게 되며， 톡 쏘는 냄새 

- 수소함량 감소 및 밀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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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 발생(수소 및 가벼운 탄화수소) 

- 고체상으로의 중합 

윤활재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화학적 안정성 • 온도에 대한 안정성 

• 밀폐재 및 다른 물질과의 호환성 • 열전도도 

• 부식성 • 점도 

• 열용량(비열) 

방사선 환경에 사용되는 장비를 선택할 때에 기어박스， 베어링 등 

에 사용되는 윤활재를 내방사선 정도가 더 좋은 윤활재로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고방사선량 환경에서는 가능하다면 윤활재 없 

이 구동되는 장비가 최선이며， 방사선 환경에서 윤활재를 반드시 사 

용하여야 한다면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o 내방사선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윤활재 성분 중에서도 유 

기물 성분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 방 

사선 분해 정도는 1,000 배에 이른다. 유기물 성분의 안정성은 

다음과 같으며， 내방사선 정도는 polyphenyls가 가장 높고 아 

래 로 내 려 갈수록 낮아져 aromatic phosphates가 가장 낮다. 

- polypheny 1 

- poly(phenyl ethers) 

- a1ky laromatics 

- a1iphatic ethers 

- minera1 oils 

- aromatic e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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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phatic esters 

- silicones 

aromatic phosphates 

O 윤활재는 표 18과 같이 조사범위에 따라 분류된다. 

표 18. 방사선량에 따른 윤활재의 특성변화 

) ‘ι >

ι 、、δ 꺼、ν ‘’ι ‘<이 ‘’、삭ι δ ν τ‘ 끼 꾀ose(Oy:): Comments 

< 104 방사선에 의한 영향 없음 

용액중의 고분자가 분해되며， 방사선에 의한 영향보다 

104 
- 105 는 환경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음 

(methyl silicones, aliphatic diesters , phosphate esters) 

물리적 성질 및 기능이 저하되며， 산화안정성과 열안 

105 
- 106 정 성 이 서 로 반대 적 인 영 향을 받음(diesters ， mineral 

oils) 

대부분의 윤활재가 산화 및 열안정성이 악화되며， 대 

10 6 
- 10 7 부분의 물리적 성질이 영향을 받음 (aliphatic ethers , 

aromatic esters, mineral oils) 

107 
- 108 polyphenyls, poly(phenyl ethers) , alkylaromatics 가 

사용됨 

> 108 내방사성이 가장좋은 유기성분일 경우에도 매우 제한 

을 받으며， 짧은층 형태의 고체 윤활이 고려되어야 함 

O 유기성분의 방사선에 의한 손상은 선택된 첨가재로서 삭감할 

수 있다. 안정성이 가장 낮은 물질일 경우에 가장 효율적이나， 

첨가재에 의한 내방사선성의 개선보다는 적절한 유기성분 물 

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윤활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재(산화방지재， 내마모재 

등)는 그 자체가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는다. 방사선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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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첨가재의 고갈 또는 방사선 분해 생성물로 인해 유기성 

분 물질 자체의 방사선량 준위보다 낮은 범위에서 손상되기도 

한다. 

O 윤활재의 수명은 산화에 의해 급격하게 단축되며， 방사선은 산 

화를 촉진시킨다. 

O 온도에 대한 영향은 산소， 첨가재， 방사선 조사와 서로 상호 연 

관관계를 갖는다. 140 oC (284 OF) 이하에서 산소가 없는 경우 

에 방사선조사에 의한 손상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o 방사선 조사에 의해 용해수지 (grease)는 초기에 겔(gel) 구조의 

손상으로 연해지며， 그 이후에는 오일의 가교결합에 의해 단단 

해 진다. 상용적인 용해수지는 -105 Gy까지 사용되며， 더 높 

은 방사선량 준위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도 있어 109-5X 107 

Gy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polyalpha olefin 

계열의 Mobil 28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3X 107 Gy까지 사용된 

다. 

o 밀봉재 (seals)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탄성중합체는 윤활재와 접 

촉되는데， 방사선 분해 정도가 윤활재에 비해 2-10배 더 민감 

하다. 탄성중합체의 안정성은 많은 윤활 시스템의 제한요소가 

된다. 

O 많은 기계요소들은 윤활재가 어느 정도 분해되어도 사용이 가 

능하다. 고방사선 환경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물리적 성질의 변 

화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원자력 분야에 이용되는 내방사선성 윤활재 자료를 표 19에 수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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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라스틱에 대한 방사선 영향 

플라스틱의 내방사선성은 일반적으로 탄성중합체의 경우와 같거 

나 우수하다. 단단한 플라스틱은 무른 플라스틱에 비해 방사선에 강 

하며，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유연해지고， 냉각되면 고 

유한 성질로 되돌아가며， 가교결합에 의해 열경화성 물질로 변환된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거나 경화되어 단단한 플라스틱을 형성 

하며， 방사선에 강하지만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비해 용도가 제한된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으로부터 가스의 방출은 밀폐된 공간 또는 환기 

설비가 열악한 조건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 Teflon(1Q2 Gy), Kel-F 

(104 Gy), PVC(1Q5 Gy)와 같은 불소 함유물질은 방사선 조사에 의 해 

물리적 성질이 분해되어 할로겐 및 할로겐산이 방출되며， 이로 인해 

주변 물질을 부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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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내방사선성 윤활재 

Q:erating Radiation Product Recommended Product tðaDF 

*T뽑핑굉
t description use 

N'RRG-159 SampeIcIliaatlic sy onUth;e sd
[ XcEmn

Anti효iαion b않rings; 

(~TLGI -10-325 IaIcmctexπssso;n ReslII1ps; 
Grade (-23-163) 30 amate 바1Íckener; 
2-1/2) selenide oxidation 

피hibit<π 

Ssiy1inctahe dtilicck aeInoenra;tic oil, IρnsUwg이-hnsgagn뼈i $snrn
,
fs 

피

a;@밟 RS1n,-vl soiσaddeesw， 
r、illRG-껑5 

selenide 0퍼dation 

(NLGI 0-200 50 
피hibitcJr. αn떠ins residual lubrication 피 

Grade 2) (-19-93) 
gIaIsrPalpy 

”
hrkeitiseeinh 

따wn머
ld 

disulfide 
Iaesrm mt￡m mteac vhailnveeIsY, such 

lubricants" 

i\ìffiG-앓5 0-250 
SS여ynituhmetic mn 

없antematic oil, Avsnca
피

rlvehweid a nicofmntan btaignnglISinI angnssd
, 

(NLGI (-18-121) 50 바1Íckener; 
Grade 2) sel얹1Íde oxidation 

피hibi1:<π 

A soft(ASTM wαked 
SgaaαI1ixdY 영

jo외 S1g암1gi αdV1uiαi g∞dghsx hirJt 
mb nn 

f

이OgcrIUaI이lnsnt 。grr、illRG-509 0-200 FvegneSnioantio onf 
360 m 않lQ) 

(NLGI (-19-93) 50 NRRG-잃5 
Grade 0) 

r cmonlyttax
비kInIugrn 벼s버fide 

Chevron l'v1ineral oil; s여iwn Anti효iction b않rings; 
Industrial amate 뼈ckener， IaIcXc] teosrsso;npesm1ps; 
Grease -10-325 10 oxidation and 
Medium ( -23-163) rust-피hibited; 
(~9}J;rade 양cellent worked 
1-1/2) stability 

ChevronSRI Q띠d밍i피1dneg@ 
n 

n
퍼없

ilgs dtl
,
ml 

k 

@,nm gOiddjaiv

“ 
aUu영mkIg; 

An피friction b않rings; 

Grease 2 -10-325 5 motcπs; pumps; 
2(S)LGI Grade ( -23-163) accessones 

NRRO-358 20-225 50 
Iaρmwma vtii￡co bsaiψse oi1 plus HgIaY1ggx

이

eralhs1aa bmgIn미a1iciis잉ynm gs 어，sm c!I끄αXplrUr med
퍼11; 

(-7-107) 
ss(seomlngeete cd srpoUs mtslliy annIkIdR) mS 

20-225 
provide a "constant 

NRRO-360 (-7-107) 50 veifsfceocsti;tyIl 

selenide-피hibited 

Chevron vaIious vbilescnodssit oyf Industri머 steam turbines 
oc 20-225 gsoralvdeenst; refined 

and related uses; 

T
[

hulrubine (-7-107) 0.5 gluehngicBaltio pnnIese oU 
poaxridafaftiinoinc-i mnhinibeirka영1 oils; 

aln air, can be extended in in하t atmosphere. 
bConventional lubricant which provides satisfacrory lubrication under lowdose. 
Source: Chevron Technical Bulletin No. 10, Chevron U.S.A., Inc.,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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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문제에 대한 설계 해법 

잠재하는 방사선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초기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방사선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해법은 첫째 : 장치와 선 

원에 대한 차폐， 둘째 : 장비의 전략적 배치， 셋째 : 상업적으로 가능 

하게 만들어진 내방사선 구성품의 이용， 넷째 :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내방사선 프로그램 등이다. 

가. 장치 및 선원의 차폐 

차폐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첫째 

는 방사선 선원의 차폐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장비가 받는 총 

피폭선량을 낮춘다. 둘째는 국부적인 장치의 차폐이다. 이것은 방사선 

손상에 특별히 민감한 장치에 대한 차폐이다. 

선원 차폐는 방사선 선원 주위에 제거 가능한 판을 설치하거나 별 

도의 셀로 방사선원 물질을 위치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 

하다. 방사성 핵종은 차폐될 수 없지만 장치 차폐는 각각의 구성품과 

시스템이 받는 선량을 낮추는데 도웅이 된다. 예로， 시스템의 전자장 

비를 차폐재 내부에 포함시키거나 격리시킬 수 있으며， 모터는 윤활 

부와 권선부가 받는 선량을 낮추기 위해 납 틀로 둘러쌀 수 있다. 그 

리고 원격이동 장비는 사용되지 않을 때 “주차차고”에 차폐할 수 있 

다. 

차폐는 감마 방사선이 물질을 통하여 이동될 때 약해지므로 효과적 

이다. 이것은 재료내 관통부의 거리에 대한 함수로 그들의 밀도가 감 

소하는 결과이다. 투사된 광자가 이온화에 의해 에너지를 상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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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광자 진로의 단위 거리당 손실은 재료내 전자의 평균 수에 

비례한다. 보통 재료의 감쇠 속성은 원자번호와 밀도에 비례한다. 효 

과적인 감마선 차폐는 다른 요구조건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높은 

원자변호를 갖는 재료를 이용한다. 상대적으로 조밀한 재료의 앓은 

차폐재가 감마선의 충분한 감쇠를 제공하는 반면， 두꺼운 차폐재는 

보다 덜 조밀한 재료를 위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철보다 납이， 납보다 우라늄이 더 효율적으로 감마션을 

차폐한다. 납은 가장 일반적인 감마선 차폐재이지만， 많은 경우에 있 

어 철이나 콘크리트 등과 같은 재료를 구조적으로 더 두껍게 하는 것 

이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여전히 차폐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차폐에서 흔히 10가층 두께 (10 %를 감쇠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 

료의 두께 값)가 사용된다. 표 20에서는 감마선에 대한 차폐 구조재의 

10가층 감쇠 두께 값을 보여준다. 

차폐 설계는 복잡한 분석과정이다. 표 20의 자료는 “거의 근접한” 

추정치로써 개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폐 요구조 

건은 방사선원， 에너지 준위， 재료 밀도， 감소율 둥 많은 인자를 필요 

로 한다. 만약 차폐가 구성품의 수명에 핵섬적이라면， 완벽한 차폐 분 

석이 요구된다. 

그림 37은 다양한 에너지 준위에 대한 각종 차폐재의 10가층 두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전형적으로 필수 차폐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 

되는 에너지 값은 1Me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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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7}층 표 20. 차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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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차폐재의 감쇠 

- 145 -



냐. 장비의 전략적 배치 

시스템 설계 시에， 구성품의 전략적 배치는 어떤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방사선에 민감하다고 알 

려진 구성품을 방사선의 주 선원으로부터 멀리 옮겨야 한다. 어떤 설 

계의 경우， 어떤 지역이 자연히 자체적으로 차폐가 될 수 있고， 방사 

선에 아주 민감한 구성품을 위한 가능 지역이 될 수 있다. 

고려되어야 할 다른 조치사항으로는， 방사션에 민감한 구성품을 방 

사선 환경의 외부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재배치는 보다 낮은 방사 

선량 준위를 갖는 방에 구성품을 배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의 설계 시에 많은 

취사선택을 요구한다. 즉， 만약 모터 제어부가 고준위 방사선량 환경 

의 외부로 이동된다면， 방사선 손상에 민감한 한쌍의 권선이 또한 셀 

벽을 관통해야만 한다. 

다. 내방사선 장비 

전통적으로 방사선에 민감한 몇몇 구성품들이 개조되어 상업적 

으로 가능한 내방사선 제품으로 되었다. 제조 업체와 회사들은 내방 

사선성 구성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내방사선 

성 구성품들은 제한된 시장과 설계의 특수성 때문에 고가이다. 

만약 구성품에 대한 내방사선성 재료가 없다면， 재료 분석과 함께 

적당한 내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료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 

은 일시적이면서 영구적이며， 재료의 형태와 합성에 따라 매우 다양 

하다. 방사선에 민감한 구성품의 사용 수명을 예측하는데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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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이 사용된다. 실제로 구성품에 대한 수용 선량으로써， 구성품 

내 가장 민감한 재료의 수용 선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료에 

대한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수용 가능한 선량은， 방사선 영향이 설정 

된 고장 기준을 넘어 구성품의 작동을 악화시키기 전에 흡수될 수 있 

다 

재료 분석을 위해서는 방사선 영향에 대한 특정 재료의 정보(선량， 

총조사선량 그리고 여러 환경 인자 등)가 필요하며， 온도， 압력， 습도 

와 같은 환경적 인자들은 속성 변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 인자들은 상호의존적이고 이들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 

은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온도의 상승， 산소의 존재 그리고 응력의 

증가는 내방사선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이 많은 재료들 

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때때로 일반적인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라. 구성품 내구성 프로그램 

전통적으로 구성품의 선택적인 내구성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 

고， 보통 상당한 양이 생산될 때 행해진다. 예로， 방사선에 아주 강한 

전기 서보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선 부분에 대해 무겁고 내구성 

이 아주 높은 절연이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는 매우 큰 

코일과 틀 조립 그리고 모터의 재설계가 펼요할 것이다. 이것은 시작 

품 개발 프로그램의 결과로 가능할 것이다， 특수 설계에 대한 제작과 

정에 뒤이어， 구성품의 내구성을 검사하기 위한 검증시험이 다시 수 

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은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을 요구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수 설계 또는 상업적인 설계의 대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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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만약 특별한 내구성 프로그램이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면， 구성품의 내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 단계들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단계 1 : 시스랩에 대한 실질적인 성능 요건의 개발 

단계 2: 고장 기준을 제공 

단계 3: 시스템에 대한 내방사선 허용오차 사양을 결정 

단계 4: 구성품에 대한 부품과 재료 선정 

단계 5: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서， 허용오차를 갖고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내방사선의 최대치를 설정하기 위해 

재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 

단계 6: 검증을 위해 방사선에 대한 시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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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용후핵 연료 화학특성 

사용후핵연료 중에는 연소조건과 냉각기간에 따라 그 조성이 가변 

적인 30 가지 원소 이상의 핵분열생성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핵 

분열생성물들은 몇몇 기화성원소들(Kr， Xe, Br, 1 등)을 제외하고는 

여러가지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 화합물들은 핵연료 연소 

및 냉각기간 중에 핵연료봉 내 온도， 압력， 화학적 조성들에 따라 다 

양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로 이루 

어진 화합물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원자로내에서의 

핵연료 연소에서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 · 처분에 이르는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1. 사용후핵연료 고채화학특성 

가. 주매질인 U02의 결정구조[98， 99] 

우리나라에서 주종을 이루는 PWR 및 CANDU형 원자력발전소 

에서는 핵연료로써 산화물인 U02를 사용한다 U02의 결정 구조는 

U4+이온과 02-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화물의 대표적 구조의 하 

나인 형석형구조(fluorite， CaF2)이다. 형석형 결정구조는 양이온인 

u4+가 등방조밀쌓임구조(cubic c10se packed system)의 층을 이루고 

음이온인 02-가 등방조밀쌓임구조내에 이루어진 T+와 T-의 정사면체 

자리 (tetrahedra1 site)에 위치하는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으며， 여기에 

O 자리로도 불리는 또 하나의 빈팔면체자리 (octahedral hole site)가 

존재하게 된다. 이 빈자리는 핵연료가 연소될 때 생성되는 핵분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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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이 포획될 수 있는 자리 역할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U02를 

핵연료로 사용할 때 건전성에 크게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 핵연료로 

써 U02는 화학양론적으로 우라늄과 산소의 비율이 정확하게 1 : 2의 

비율이기 보다는 비화학양론적인 결합， 즉 U02+x 0 < x < 0.25으 
로 되어있다. 산소가 풍부한 상태인 U02+x의 결정구조는 격자결함 

Oattice defect)을 포함한다. 이러한 격자결함을 연구하는데 있어， X선 

회절(XRD)방법은 U에 의한 큰 산란 효과 때문에 산소에 대한 위치 

정보가 여의치 않아서 중성자회절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X션， 

중성자， 전자 등을 이용한 회절방법은 결정구조에 대한 평균치 정보 

를 주는 기술이므로 결정이 순수하고 격자결함이 없는 경우는 실제 

구조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격자결함이 있거나 비화학양 

론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결정에 대한 평균치는 실제 어느 부분에서 

는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화학양론적 결합과 격자결함을 포함 

하는 U02+x의 정확한 결정구조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부적 구조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국부적 구조를 추적하기 위한 기 

술로 분광학적 기술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들 기술들도 점격자결 

함(point lattice defect)이외의 격자결함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예 

를 들면 분광학적으로 민감한 원소를 불순물로 포함시켜 그 원소의 

주변자리를 추적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의 정보도 그 원소 주변의 배 

위자리를 벗어나 전체로 확장된 구조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국부적 구조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10-20 A 영역내 

의 정보를 주는 기술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매우 드물고 어려운 기 

술 이 다. 그 러 나 EXAFS (Expanded X -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를 개선하면 측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핵분열생성 화합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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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조사에 따른 U02 핵연료내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의 

조성은 핵연료의 연소도， 비출력 (specific power) , 평균 중성자에너지， 

연소시간 그리고 냉각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핵분열 생성원소 

들은 많은 경우 하나 이상의 화학적 상태로 존재하며 핵연료중에서 

상호간 화학반응을 거쳐 여러 화합물 및 여러 상(phase)을 형성한다. 

생성되는 화합물의 종류는 핵연료봉내의 온도， 압력， 산소분압등 여러 

반응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들 반응조건들 중에서 산소분 

압(oxygen potentiaI)이 가장 흥미 롭고， 중요한 요소로 다음의 반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FP +비2) 02 • (FP)On 

산화물 (FP)On의 생성자유에너지를 è:，. GFPO라 할 때， 핵분열생성물 

FP가 산화물 (FP)On로 산화되기 위한 산소분압 p02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02 = exp( è:,. GFPo / RT) 

이는 핵분열생성물 산화물의 생성자유에너지가 낮을수록， 산화물이 

형성되기 위한 산소분압 조건은 낮아도 됨을 의미한다. 사용후핵연 

료중에서 산소의 생성자유에너지 è:，.G02와 è:，. GFPo를 비교하여 è:,. G02-

è:,. GFPO > 0 조건이면 핵분열생성물의 산화물이 형성되고， è:,.Goz- è:,. 

GFPO < 0 조건이면 핵분열생성물의 금속이 형성된다. 산소분압 조건 

에 따라 생성된 사용후핵연료 중의 핵분열생성원소들의 화합물들은 

주매질인 UOz에 대한 용해특성에 따라 고용(solid solution)상태 혹은 

상이 다른 석출물로 존재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상의 국부적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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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압은 평 형 반응식 [MO]alloy + (02) 성 [M002]oxide phase에 의 해 형 

성되는 금속상 및 산화상태상의 몰리브멘 양을 알면 계산이 가능하다 

[100]. 

근래에 들어 μm 수준 이하까지 원소분석이 가능한 측정장비의 발 

전은 사용후핵연료상의 핵분열생성 화합물들의 규명에 결정적으로 기 

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용후핵연료상의 핵분열생성물들을 물 

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음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1) 핵분열생성기체들과 여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들Kr， Xe, Br, 1 

2) 금속성 석출물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들: 

Mo, Tc, Ru, Rh, Pd, Ag , Cd, In, Sn, Sb, Te 

3) 산화물 침전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들: 

Rb, Cs, Ba, 2r, Nb, Mo, Te 

4) 주매질에 산화물로 용해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들: 

Sr, 2r, Nb, (RE) Y, La, Ce, Pr, Nd, Pm, Sm, Eu 

주매질 U02에 핵분열생성물들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한계가 있 

고， 원자로내에서 연소하는 동안 산소의 화학적 포텐셜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화학적 상태에 변화가 생기며， 따라서 이들 네 그룹 간에 

는 상호간 끊임없는 전이가 일어난다. 또한 이들 핵분열생성원소 화 

합물들은 핵연료내의 심한 온도 기울기 차이에 따라 확산을 거듭해 

위치가 바뀌는 재배열 현상이 일어난다. 

IMOTO[lOl]는 전산코드 SOLGASMIX -PV 을 이용한 평형상태 계 

산결과를 바탕으로 LWR 및 FBR 핵연료중 핵분열생성물들에 대한 

화학적상태를 예측하고， 실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조사후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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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이 계산에서 고려되는 상(phase) 및 계 

(system)는 하나의 기체상， 하나의 CaFz 구조의 산화물상， 세 개의 

grey상들， 하나의 회귀금속합금상， 하나의 혼합 telluride상 그리고 각 

각 하나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여러 상들이다. 계산결과， 이들 각각의 

상들에 각 핵분열생성원소들의 분배 그리고 다른 온도에서 이들 상들 

에 각각 존재하는 화학종들의 양은 산소분압의 함수로써 나타나 있 

다. 

다. SIMFUEL의 열전도도와 핵분열생성물의 영향 

일반적으로 UOz의 열전도도는 두가지 중요한 메카니즘에 의해 

전도가 일어난다. 그 하나가 격자진동Oattice vibrations=phonon)을 

통한 전도이고 또다른 하나가 electronic processes에 의한 전도(격자 

를 통해서 radiation이 전도하는 것은 배제)이다[102]. 일반적으로 격 

자진동에 의한 전도는 1900 K 보다 낮은 온도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electronic processes에 의 한 전도는 1900 K 보다 높은 온도에 서 의 전 

도도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 UOz나 SIMFUEL의 열전도도는 핵연료 

의 온도조절， 생성기체의 배출， swelling 및 결정립성장(grain growth) 

과 같은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결국에는 선출력Oinear 

power)의 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핵연료에서는 매우 중요한 

성질로 취급되어 왔다[103]. 이 때문에 열전도도 저하는， 현재 연소도 

효과를 고려하여 resistivity tenns으로 핵연료 전산코드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102， 104]. 핵분열생성기체 방울이 생성되고 핵분열생성물 

의 양이 점차 늘어나며 O!M 비가 바뀌면 이들의 열전도에 많은 변화 

가 생기게 된다. 조사후핵연료내에는 여분의 산소가 생성되어 여러 

핵분열생성물들을 산화시키지만， 대부분 핵분열생성물들의 원자가는 

우라늄 보다 작다. 핵분열수율(fission yield)과 핵분열생성물들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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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로부터 atm % 연소도당 증가되는 산소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1 atm % 연소도는 O!M 비를 2.000 에서 2.009로 증가시키 

는 결과를 초래한다[105].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와 달리 조사후 

핵연료내의 산소평형은 거의 화학양론적 U02에 가깝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금속 Mo에 의해 여분의 산소양이 완충되고， 또한 이 산소 

가 지르칼로이 피복재로 이동하여 지르칼로이와 반응하고 연료내에는 

아무런 알짜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106]. 

U02 pellet의 조사정도와 핵분열생성물이 U02에 독는 정도는 U02 

pellet의 열전도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1946 1년에 Daniel과 Cohen 

은 U02 pellet이 조사됨에 따라 열전도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감소는 핵분열생성물이 U02에 녹아들어갔기 때문만이 아 

니고 O!M 비의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적 변화， 불용성 잔유물의 생성， 

pellet의 깨짐， 기포 형성등 여러 가지 조사증가에 따른 결함의 축적으 

로 인한 것이다. 각각의 핵분열생성원소(Gd[107]， Sr[108], Zr[109], 

Y[110], 희토류원소[111])가 U02의 열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 

사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로부터 용해성 핵분열생성물 

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1992년에 Lucuta등은 모의 고연소도 U02 연료의 열전도도와 열용량 

(heat capacity)을 측정하여 U02 pellet의 열전도도는 연소도와 거의 

역 비 례 함을 밝혀 냈다[109]. 

라. 고연소도 LWR U02 연료의 산소포텐셜 측정 

산소포텐셜 ， L1 G(02)은 상대적 인 partial molar free energy로써 

산화물 위에 있는 산소의 부분압력을 의미한다: 

L1 G( 02) = RT ln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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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텐셜은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적 습성이냐 연료와 피복관 사이의 

화학적 반응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또한 OIM 비를 예측하는데 필 

요한 정보이다. 원자로 내에서 조사된 U02 연료의 산소포텐셜을 측정 

하기 위하여， Matzke등[111J은 변형된 소형의 solid state galvanic 

cell을 만들 었 다. 이 galvanic cell은 ThOT Y 203 solid electrolyte와 

FelFeO reference 전극을 사용하여 변형 되 었다: 

Pt I s밍nple(fuels) I ThOTY203 electrolyte I reference(Fe!FeO) I Pt 

이 측정 방법 , 즉 solid state galvanic cell을 이 용하는 emf측정 방법 

은 LWR fuel을 운전조건과 같은 높은 온도에서도 직접측정이 가능하 

다. 하지 만 직 접 적 인 비 중법 (direct gravimetric detenninations)에 의 

한 O!M 비의 측정이 hot cell에서는 어렵고， 산화-환원 과정을 거치 

는 동안에 핵분열생성물의 산화상태가 변하고 우라늄의 산화수도 변 

화하기 때문에 OIM 비와 같이 얻어진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격자상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연소도의 핵연료 

의 경우에는 O!M 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Matzke등[111J은 변형된 galvanic cell 장치를 이용하여 800-1400 

K의 온도 영역에서 28.9-150 GWd!tU의 서로 다른 연소도에서 생성 

된 연료들의 산소포텐셜을 측정하였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포 

텐셜은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28.9 GWcl!tU의 경우， 925 K에서 -430 

:t 10 kJ/mol 값이 1350 K에서 - 380:t 20 kJ/mol로 증가). 연소도가 

28.9와 34.5 GW cl!tU의 경우 산소포텐셜을 세 번 측정한 결과 약간의 

차이 05-30 kJ/moD가 있는데， 이는 핵연료의 연소이 력 (power-time 

history)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핵분열생 

성물의 생성으로 인한 재배열 반응이나 핵분열생성물의 침전 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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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 U02와 SIMFUEL의 열용량 측정 

핵연료의 열용량(specific heat capacity)은 냉각재 손실이나 통 

제 사고와 같은 비상 사고(accident scenarios)가 발생하였을 경우， 열 

의 저장능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열 

용량은 열확산도를 열전도도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되고， 열확산도는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 반면， 열전도도는 

핵연료 건전성을 modelling하기 위하여 전산코드에 입력해야 하는 값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연소도 핵연료의 열용량에 관한 정보는 열 

확산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112]. 

1987년 이 후에 Nagoya 대 학의 Matsui등[112]은 여 러 가지 개 개 의 

원소들(Gd， La, Sc, Ti, Na and Eu)이 첨가된 U02와 SIMFUEL의 열 

용량을 측정한 결과 불규칙적인 증가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반 

면에 Toky。 대학의 T하〈삶lashi등은 (U，Gd)02의 열용량을 측정할 때 

아무런 불규칙성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두 그룹간 

에 관찰된 상반된 결과을 조사해보기 위 해 1996년에 AECL의 Verrall 

등도 U02와 SIMFUEL의 열용량을 측정하였다. Verrall등[113]은 11가 

지 원소가 첨가된 SIMFUEL을 1973K 에서 합성 한 후， 300-1673 K 

영 역 에 서 DSC 404 heat flux differential thermal calorimeter(DSC, 

Netzsch Company, Germany)를 사용하여 열용량을 측정하였다. 측정 

오차는 ::!:3 %이었고 Ag 표준 물질을 이용하여 엔탈피를 표정하였고 

a 一Alz03(NIST)를 사용하여 DSC를 표정하였다 Matsui등에 의해서 

발견되었던 높은 온도에서의 scattering은 사라졌고 아무런 불규칙성 

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은 아마도 Matsui등이 시료를 낮 

은 온도， 1573 K에서 합성하여 모든원소들이 원자단위에서 골고루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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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l12]. U02와 3 % 및 5 % 

SIMFUEL의 열용량을 같은 DSC 404 장비로 측정한 결과 모두 비슷 

한 열용량 값을 나타냈다. 

바. U02+x와 CU，Gd)02의 전기전도도 

U02 핵연료의 비정상적인 거동은 U02의 엔탈피에서 잘 관찰되 

어 왔다. 이런한 열역학적 성질의 이해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분석하 

는데 결정적이다. 이 비정상성의 원인은 전자성 결함Celectronic 

defects)이나 Frenkel 결함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물질인 f1uorite halides에 대한 연구는 전기전도도 측정이 결 

함의 본질을 알아내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었 

다[l14]. 

U02+x는 f1uorite 구조Cface centered cubic)를 갖는 이옹성 고체 

Cionic solids)이지만 측정 온도에 따라 실온에서 1400 K 까지는 전형 

적 인 p-type 전자성 전도체 Celectronic conductor) , 저 온에 서 는 Mott 

insulator, 1400 K 이 상의 고용 영 역 에 서 는 fast ion conductor로 분 

류될 수 있다. 실온부터 1400 K 영역에서 이옹성 전도체 대신에 

p-type 반도체로 분류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이유는 전자 

에 의한 전도Celectronic conduction)가 일어날 때의 활성화에너지가 

U02내의 산소나 우라늄 이온의 자체 확산이 일어날 때의 활성화에너 

지 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Belle에 의한 실험적 사실인 

데 이온성 전도의 수가 전자에 의한 전도의 수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 

기 때 문 이 다[115]. 세 번 째 는 U02+x의 thermoelectric power와 Hall 

coefficeínt의 측정으로부터 전하운반체가 흘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기 

때 문이 다[116， 117J. Hall coefficeint의 측정 으로 확인 된 홀의 농도는 

대략 1016 holes/cm3인 것으로 나타났다. U02+x가 p-type 반도체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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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는 경우에는 small polaron mechanism에 의해 전기 전도가 일어 

난다[116 ,118J. Small polaron model은 전자나 전자-홀이 한자리 에 

서 옆에 있는 다른 자리로 뛰어 넘으며 전기전도가 일어남을 논리화 

한 이론이다 U02+x의 경우 U4+ 이외에 U5+(혹은 U6+) 이온이 존재하 

는데， U5+(혹은 U6+) 이온자리에 있는 홀이 옆에 있는 u4+ 이온자리로 

뛰어 넘어 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AERI의 Arai등[118] 여러 그룹들은 고연소 핵연료에서 Gd가 

burnable absorber로써 쓰이는 (U，Gd)02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치환된 Gd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였다. (U，Gd)Oz에서 Gd와 0의 산화수가 +3과 -2라고 

가정하였을 때， 화학양론적인 경우에 그 화학식은 (U 선2x U§+ 

Gd;+) O~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물질에서도 역시 U5
+ 이옹자리 

에 있는 홀이 U4+자리로 이동한다. UOz+x에서와 마찬가지로 Small 

polaron model에 의해 전도가 이루어진다. 

2. 사용후핵연료의 고채화학특생 측정법 

가.x 선 회절법 

X 선회절법은 x-선 회절무늬가 각 결정질물질에 따라 특이하다 

는 사실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미지와 기지시료의 무늬가 정확히 

일치하변 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회절무늬는 고전 

적인 방법인 Debye-Scherrer 등의 사진기를 사용하여 얻을 수도 있 

으나，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기기로 얻는다. 광원은 적당한 필터가 설 

치된 X 선관이며 여기서 나오는 빛(구리나 몰리브덴의 Ka 선)은 여과 

되어 거의 단색화된 빛을 내는데 좁은 관(collimator)을 통과하여 평 

행화된다. 시료에서 회절된 x-선을 scintillation 검출기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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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며， x一선관에서 방출된 X一선과 검출기의 각도 (28)를 변화시 

키면서 그때의 x-선강도를 측정한다. 방사성 시료를 측정할 경우 방 

사선이 시료로부터 직접 검출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검출기 앞에 

secondary monochrometer를 설 치 하는 것 이 바 람직 하다. 

분말회절무늬로부터 화학종의 확인 및 구조해석은 선들의 위치 (2 

8)와 그들의 상대선세기에 기초한다. 회절각 28 는 결정면간 간격 

(d)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d는 광원의 기지파장과 측정한 각도로부터 

Bragg의 회절식 ( À =2d . sÎn 8 )에 의해 계산된다. 또한 회절각과 그 

때의 상대선세기로부터 결정의 격자상수값을 얻을 수 았으며， 이들에 

근거 하여 cubic structure phase( a -phase) , hexagonal structure 

phase( é -phase), 그 리 고 tetragona1 structure phase( (J -phase) 와 같 

은 결정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결정의 확인은 일단 실험적으로 Intemational Centre for 

Diffraction Data에서 제작된 분말회절수집철(jCPDS files)로부터 가 

장 면간 간격과 그의 상대선세기가 일치하는 목록을 인출하여 비교함 

으로써 가능하다. 이 파일은 대단히 커서 찾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 

이 걸리기 때문에 분말데이터 파일은 무기물， 유기물， 광불， 금속 퉁으 

로 분철되어 었으며 이 파일에는 결정의 격자상수 등의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조사후핵연료의 용해실험 후에 잔류된 불용성잔유물중에 발견된 금 

속성상(metallic phase)은 거의 hexagona1 é phase라고 발표되었으 

며， 이러한 상은 대부분 Ru이 주성분인 합금이며， Mo， Tc, 그리고 Pd 

를 포함하고 있다[ll9-121J. 이 외 에 도 tetragonal (J -phase인 M05Ru3 

의 존재도 확인되었다 H. Kleykamp는 조사된 핵연료의 연구에서 

AUCu3-type의 구조상이 발견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U,Pu) (Pd, Rh)3 

의 화학식 을 갖는 상은 낮은 산소분압(oxygen potentia1)을 갖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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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핵연료의 표면에서 발견되며 결정격자상수는 0.408-0.412 nm를 

갖는다. 

나. XPS 측정법 

사용후핵연료를 XPS로 측정하면 사용후핵연료내에 존재하는 핵 

분열생성원소들의 정량 및 화학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 

용후핵연료내의 핵분열생성물질의 정확한 화학종을 알아내기 위해서 

는 일 반적 으로 사용하는 Al과 Mg의 twin-type anode 뿐만 아니 라， 

단색화장치를 이용하여 발생한 x-선의 파장 폭을 작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색화장치는 광원으로서의 x-선 양을 감소시켜 방출 

되는 광전자의 수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XPS의 감도를 낮춘다. XPS 

의 감도를 높이 기 위하여 광원의 강도가 훨씬 강한 synchrotron 

radiation을 이용하면 검출한계를 낮출 수 있고 Ek 값도 변화시킬 수 

있어 시료의 표면을 파괴하지 않고 깊이 방향의 분석도 가능하다. 그 

러나 synchrotron radiation 광원은 가격이 비싸고 전원의 교체가 어 

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석방법은 못된다[122]. 그 외의 XPS의 감도 

를 높이기 위한 기술로써 magnetic XL -lens를 이용하여 발생된 광전 

자를 검출기 방향으로 모아서 검출기로 향하는 광전자의 검출효율을 

10배 정 도 증가시 키 는 방법 이 있다. 또한 근 래 에 는 microfocus 

monochromator로 빔의 크기를 20 μm까지 줄여 시편의 국부적인 분 

석이 가능한 XPS 기기도 개발되어 있다[123].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XPS측정을 위해서는 시료표면을 600번 이상 

의 사포로 연마한 다음 시료와 공기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공기가 차단된 상태로 XPS기기의 분석 chamber로 시료가 이동되어 

야 하며， 초고진공에서 단시간내에 측정하여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비전도성 불질은 X-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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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출된 전자들 때문에 XPS를 측정할 때 시료가 양전하를 띄게 된 

다. 시료의 양전하는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전자들의 운동에너지를 감 

소시켜 화학종의 결합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시료중에 들어있는 성분원소들의 화학종 해석을 그르치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양전하를 보정하기 위하여 flood gun 등을 이용하여 낮은 

에너지의 전자를 보충해주거나 전도성 물질로 시료를 코팅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전도성 물질의 코팅은 시료 본래의 피크세기를 감소시 

켜 사용후핵연료내의 우라늄 성분을 제외한 미량으로 존재하는 핵분 

열생성물질의 분석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후핵연료의 XPS 측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사선 차폐이다. 

캐나다에서는 ESCA-36을 이용하여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측정하 

였는데 10 cm떨어진 거리에서 약 O.01Gy/h r 와 1 Gy，써 β 의 방사선 

량을 지닌 시료를 XPS 측정한 결과 분석자의 피폭량은 전신 0.2 

mSv, 손 0.01 Sv 이하로 나타났다. 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우 

라늄과 산소 그리고 탄소의 피크를 측정하였으며 우라늄 피크로부터 

산화수가 4가와 6가의 우라늄을 분리하여 그들의 상대적인 양을 계산 

하였다[124]. 우라늄 산화수의 변화에 따른 우라늄 피크의 분리는 100 

℃ 수용액중에서의 우라늄 산화수의 변화를 측정한 실험에서도 시도 

된 바 있다[125]. 방사성물질의 측정을 위한 XPS가 프랑스에서도 개 

발된 바 있다. 

Sunder 둥은 Perkin Elmer 사의 PHI-5300 XPS를 이 용하여 사용후 

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질을 측정하였는데 얻어진 실험결과를 다른 

문헌의 결과와 벼교하였다[126-129]. 이때 사용한 기기의 검정을 위하 

여 Au(84.00 eV), Ag(368.29 eV)와 Cu(932.56 eV)를 사용하였으며， 

시료를 전도성 물질로 코팅하지 않고 o ls 529.9 eV를 기준으로 하 

여 다른 원소들의 결합에너지를 보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측정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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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산화수가 4가와 6가 형태의 우라늄을 구별하였으며 루테늄이 다 

른 금속과 합금상태로 존재함으로써 순수한 금속형태의 루테늄보다 

0.5 eV만큼 결합에너지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다. EPMA 측정법 

최초로 방사성 시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상용 

shielded EPMA는 1967년 캘리포니아의 Palo Alto에 있는 Materials 

Analysis Corporation(MAC)에서 생산되 었다[130]. 그후 조사핵 연료 

와 같은 고방사성 시료를 취급할 수 있는 기종이 여러회사에서 생산 

되었으며 이률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PMA는 이 

미 조사핵연료와 피복관의 특성을 분석하는 표준기기로 선정되어 있 

으며 원자력관련 재료물질의 연구에는 필수적인 기기이다. 

방사성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감마선에 의한 바탕값 증 

가를 억제하고 분석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불학적 차폐체 없이 hot 

cell밖에서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시료량을 취하여 표준 EPMA 

로 측정했지만， 점차 고방사성 시료의 분석이 요구되어 표준 EPMA 

를 방사성시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게 되었다[130-134]. 

EPMA로 방사성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장치개조는 높은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 시료로부터 분석자의 피폭을 막기 위한 chamber 차폐， 

시료자체의 방사능에 의한 바탕값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spectro

meter 및 counter 차폐와 이렇게 개조한 기기의 성능을 보장하는 기 

기조작의 최적화로 구분된다. 또한 방사성 시료의 분석준비를 위한 

원격 시료준비시설과 시료 이송장치등이 필요하다. 

기기차폐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부분과 기기운영시스템은 핫셀외부 

에 설 치 하고 column, spectrometer, chamber등과 같은 기 계 적 인 부분 

은 콘크리트냐 고밀도 재질로된 핫셀에 설치하여 방사선으로부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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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 진동에 의한 noise 제거를 위해 핫젤의 

바닥을 무진동화 해야하며， 강한 감마선에 의한 전자회로 부품의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회로 부품은 가능한 한 핫셀외부에 설치하여 

야 한다[135-1381 

가스비례계수관은 방사성시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이나 감마선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사선에 의한 바탕값을 줄이고 x-선 

검출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료 holder, chamber 그리고 

spectrometer를 방사선으로부터 차폐할 필요가 있다. WDS 차폐는 

chamber 내부를 텅스텐 합금이나 납과 같은 고밀도 재료로 차폐하고 

anode의 길 이 를 줄이 며 guard tube를 끼 워 서 light guide를 curved 

shape로 하여 CIγstal과 counter로 들어 가는 감마선과 x-선의 양을 감 

소시켜 크리스탈과 x-선 검출기의 손상을 방지하고 바탕값을 줄이도 

록 한다. 그러나 이차전자 검출기는 방사선에 강한 것을 사용하기 때 

문에 차폐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Chamber 차폐의 주 요 

소는 방사선의 최대 차폐와 chamber 내부용적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기기성능을 표준EPMA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있다. 

프랑스의 Saclay Nuclear Research Center[136]에서는 CAMECA사 

의 SX50R 표준EPMA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시료이동시스템은 

시료 캡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진 7 cm 두께의 텅스텐 

합금인 denal로 되어 있다. 최근의 SX100R 모델은 핫젤 밖에 설치하 

여 핫셀에서 시료준비가 끝난 시료를 방사선 차폐가된 RST2라는 이 

송기구로 이송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shielded EPMA로 

0.75 MeV 감마선 370 GBg의 조사 시편을 분석자에 대한 방사선 피 

폭의 위험없이 분석할 수 있으며， 현재 보급대수는 전세계적으로 10 

대 미만이다. 

EDS는 기기의 구조상 방사선 차폐가 매우 어려운데 표준 EDS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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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은 collimator를 사용하여 검출기에 도달하는 방사선의 양을 줄 

이는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SVLi 검출기의 window를 앓게하여 

x-선 검출효율을 높이고 길이 1 cm 지름 1 mm 크기의 작은 텅스텐 

collimator를 사용 한다[139]. 

EPMA로 방사성 시료를 정량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료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Castaing[140]의 식을 이용하여 시료와 표준물질의 x

선 세기를 비교하고 매질효과보정을 하면 되는데 방사성 시료는 시료 

자체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한 바탕값이 높고 특정 핵분열생성물은 

적당한 표준물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정량분석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 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방사성 시료는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발생하는 x-선과 감마선에 의 

한 형광이 EDS의 Si(Li) 검출기에 검출되어 beam이 꺼진 상태에서도 

spontaneous spectrum이 나타나며， 이 스펙트럼은 k capture, intemal 

converslOffi, 베타붕괴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시료내부의 핵물리적 

인 변환에 의해 발생하기 때분에 시료 조성에 따른 단순한 함수로 보 

기는 어렵다 G. Eminet등은 35 GWd/tU의 연소도를 가진 조사연료 

10 mg을 8일 , 3개월， 3년동안 냉각시켰을 때 검출되는 방사성 동위 

원소들의 종류와 Si(Li) 검출기에 검출되는 x-선 계측값을 비교하였 

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일 어떤 방사성 시료의 spontaneous 

spectrum에서 Ba이 검출되었다면 이 시료에는 Cs이 존재함을 나타내 

며， 마찬가지로 Te, Pr은 각각 125Sb, 144Ce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139]. 

3. 화학적 방법에 의한 연소도 측정 

가. 연소도 정의 및 측정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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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연소도(burnup)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의미로 정의 

되 어 왔다[141 ，142J. 

- Fission density(disintegrations per cm3
) 

- Percent depletion(%) 

- Energy yield(MWcl/tU) 

- FIFA(fission per initial fissile atom) 

- FlMA(fission per initial metal atom) 

따라서 핵연료의 연소도측정은 핵연료 중 무거운 핵종의 핵분열수를 

나타내는 연소율(atom % fission) , 연소도(MWcl/t . heavy metal) , 또 

는 핵연료의 조성변화 및 PU 누적량 등을 구하는 것을 뜻한다. 

연소도 측정결과는 핵연료의 연소결과 일어나는 여러 현상， 즉， 결 

정립성장(grain growth) , 팽윤(swelling) 및 핵분열기체발생 등의 핵연 

료특성과 원자로 출력 및 중성자속분포 등에 관한 중요한 핵공학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연소도 측정결과는 핵연료설계 code 및 노 

심설계 code의 검증과 개량， 연소도와 연료봉변수와의 상관관계， 핵울 

질보장조치， 재처리 및 저장시설의 차폐，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 등 

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서 쓰인다. 

핵연료조사에 대하여 연소도(bumup)와 조사(exposure)는 흔히 같 

은 의미로 사용된다. 연소도Cin atom %)는 초기의 핵연료 중에 존재 

하는 무거운 핵종(U 혹은 Pu) lO07R 당 핵분열의 수로 정의하고 조 

사는 초기의 핵연료 중에 존재하는 무거운 핵종의 핵분열에 의하여 

방출되는 적분에너지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사는 원자로의 열출력， 

즉， 초기 U의 metric ton (100ü kg) 당 megawatt 혹은 gigawatt 

days(MWd/tU 혹은 GWcl/tU)의 디멘션 (dimension)을 가진다 1 

atom % 연소도는 대략 9.6 GWcl/tU에 해당된다. 그러나 연소도와 

조사 사이의 관계는 PU의 핵분열에 대한 U의 핵분열 비가 변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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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연소도의 함수로써 변한다. pu의 핵분열에 의하여 방출되는 에 

너지 (212 MeV)는 쟁U에 의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202 MeV) 보다 약 

5 % 크다. 핵분열반응에서 에너지의 주요 선원은 235U, 239pu 및 

241pU이며 잃3U의 고속중성자에 의한 핵분열이 약간 기여한다. 그러나 

PU 동위원소는 수 GWd!tU 조사 후에 핵분열에 기여하기 시작하고 

대략 20 GWd!tU 이상 조사로부터 핵분열의 주요 선원이 된다2.15U 

와 강9pu의 열중성자 핵분열에 대한 핵분열생성물의 질량분포도를 보 

면， 두 곡선의 주요 차이는 잃su 독선에 비해 정9pu 곡선이 더 높은 원 

자질량수로 약간 이동한 데 있다. 예로 235U과 239pu로부터 HXìRu의 

상대핵분열수율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lOORu은 짧U보다 239pu의 

핵분열에서 11배 더 일어나므로 l~U의 감마선을 측정하면 전핵분열 

에 대한 잃9pU 핵분열의 상대적 비율을 알 수 있다. 반면 137CS은 2.3.'5U 

과 앙9pu 모두로부터 거의 동일한 핵분열수율을 가지므로 137CS 감마 

선은 핵분열의 총수를 측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연소도측정은 측정방법(파괴 또는 비파괴 분석)과 지표원소(bumup 

monitor)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이 이용되어 왔으며， 원하는 

핵연료정보와 핵연료의 조사이력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141]. 

- 핵분열생성물의 감마선분광분석 

- Flux 모니터를 이용한 적분중성자속 계산 

- 핵분열생성물의 중성자방사화와 감마선분광분석 

- 임 계 kriticaD 및 미 임 계 (subcriticaD 장치 를 이 용한 반응도 

(reactivity) 측정 

一 방사성 핵종의 발열 량측정 (calorimetric determination) 

- U 혹은 Pu 및 핵분열생성물 동위원소의 질량분석 

- 핵분열생성물의 방사화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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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방법(알파선분광분석， 즉발/지발 중성자측정， 중성자 

투과법， 방출분광분석법， 총감마선측정， 중성자속밀도측정， 

빛세기측정) 

나. 비파괴 측정법 

비파괴방법 (nondestructive method)으로는 감마선분광분석， 발열 

량측정， 중성자계측， 질량감손측정 (mass 10ss determination) , 반응도 

측정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 이용되고 있다 

[143-147J. 비파괴방법은 다른 파괴방법과 병행하여 비교분석으로 실 

시되기도 하나 비파괴방법만으로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자료를 

얻기가 어려우며， 기준 측정값이 없어 보정을 필요로 한다. 이 방법은 

상대연소율 분포측정에는 유용하나， 감마선세기와 연소율간의 연관성 

을 찾기 위하여 기하학적 검출효율의 보정문제가 대두되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흔히 동위원소 상관관계 분석법 (isotope correlation 

technique) , 즉， 2개 핵종의 감마선세기 비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용되 

고 있다. 최근에는 ion microprobe analyzer를 이용하여 U , PU 및 

Nd 등을 직접 분석하는 비파괴분석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 

다[148，149J.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비파괴 감마선분광분석은 

개략적인 연소도측정 뿐 아니라 집합체에 대한 핵분열분포， 핵분열생 

성물의 이동， 핵연료의 불균일도， 핵연료손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연소도측정을 위해서는 핵연료를 용해한 

후 시료·용액에 대한 감마선분광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다. 화학적 파괴 측정법 

연소도측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조사 전후 핵분열성원자의 수 

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연료는 원자로 내에서 부피와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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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므로 측정된 양은 일반적으로 부정확하다. 핵연료의 원자로장 

전 전후에 무거운 원소에 대한 어떤 핵분열성원소의 비를 측정하는 

방법은 중성자 스펙트럼이 일정하다는 가정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연소도가 10% 이상일 경우에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핵연료 중에 PU이 존재하면 연소도측정 방법은 훨씬 복잡해진다[141]. 

화학적 파괴방법 (destructive method)은 무거운 원소 및 특정 핵분열 

생성물을 직접 정량하는 방법이다. 즉， 핵연료시편의 용해， 화학적 분 

리와 시료처리과정을 거쳐 목적하는 원소를 정량한다. 이 방법은 비 

파괴방법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분석기술을 필요로하나 정확도와 정밀 

도가 매우 우수하여 연소도측정의 기준방법 (reference method)으로 

채 택 되 고 있 다[150，151]. 

화학적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조사전 

후 무거운 핵종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여 연소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연소에 따른 U과 PU 동위원소들의 감손 및 생성량을 측정하는데 기 

초를 둔 방법이다(U!Pu 동위원소법 혹은 징su 감손법). 이 방법은 원 

리상으로는 매우 정확한 방법이나 조사 전후 동일한 핵연료를 대상으 

로 분석해야 하며 중성자 스펙트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쟁U， 정9pU 및 241pU에 대한 중성자포획과 핵분열 단면적의 비 

(capture to fission cross section rati이 등의 원자로변수를 알아야 하 

며 이 용과 정 확도에 제 한적 이 다[150， 152-155]. 이 방법 은 조사전 핵 

연료 중에 Th이나 2잃U을 함유한 시료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U과 

PU 핵연료의 열중성자로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조사 전후 

동일한 시료에 대한 U과 Pu의 화학적 분리 및 질량분석을 필요로 한 

다 

두번째 방법은 무거운 원소와 핵분열생성물 중에서 특정원소， 즉， 

연소도 지표원소(bum-up monitor)를 정량하므로써 연소도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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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다. 따라서 연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후핵연료 

시료 중의 무거운 원소(U， Pu)와 특정 핵분열생성물을 순수하게 분리 

해야 한다[151 ， 156, 1571 특히 동위원소희석 질량분석법으로 이들 

원소들을 정량할 경우 동위원소비 측정값의 정확 및 정밀도가 측정결 

과의 신뢰도를 좌우하므로 순수한 성분분리를 위한 정확한 분리과정 

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화학분리는 시료특성상 차폐된 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체약이 따른다. 이러한 화학분리조 

작은 여러 단계의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었 

다. 

무거운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의 계통적 분리에서는 일반적으로 2단 

계에 의한 분리를 한다. 주로 첫단계에서 U과 PU을 분리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핵분열생성물들로부터 Nd과 같은 특정 지표원소를 분리한 

다. 

이와같이 분리된 u. PU 및 특정 핵분열생성물의 정량은 질량분석법 

[158-160], 알파선 및 베타선 분광분석법， 전기화학적 방법 및 방사화 

분석볍 [161] 등 여러방법으로 정량할 수 있다. Nd 연소도 지표원소 

를 이용하여 연소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U, PU 및 Nd을 정량하기 

위하여 삼중 스파이크(233U， 242pU 및 l애~d)를 이용하는 동위원소희석 

질량분석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162]， 1없La 연소도 

지표원소를 정량하는 경우에는 138La을 이용하고 있다. 

U과 PU 동위원소법은 조사전 핵연료의 정확한 조성과 계산과정에 

인용되는 약 20종의 핵적 데아타의 정확성을 요구하며， Nd 동위원소 

를 정량하여 연소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스파이크의 정확한 농도와 오 

염보정 및 147Nd 열중성자포획에 따르는 K factor의 보정 등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 었다. 이와같이 연소도 계산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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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을 소비하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용하고 있다. 

시료를 화학적으로 파괴한후 감마선분광분석으로 연소도를 측정하 

기 도 한다 [152, 156, 157, 163, 164]. 137Cs 및 144Ce를 정 량하는 방법 

은 핵연료 용해와 희석에 따른 정확한 양의 분석시료 준비， 방사선붕 

괴에 대한 보정， 이동현상(mÏgration)에 대한 해석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감마선분광분석에 의한 연소도측정시 서로간의 간섭을 피 

하기 위하여 흔히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핵분열생성물들은 137CS, 

144Ce, l O6Ru, 140Ba 및 95Zr 둥이다. 베타선을 방출하는 90Sr은 장수명 

지표원소로서 특별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있으며 순수한 베라선 방출 

체인 91Y (t1l2 = 50 d) 또한 지표원소로 이용되고 있다 Zr은 일반적 

으로 핵연료내에서 이동하지 않으므로 95Zr이 Th-23:깐J 핵연료에 대한 

지표원소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감마선분광분석법에 의한 연소도측 

정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핵적 자료로부터의 오차(핵분열수율， 반감기 등) 

- 절대방사능 표준물로부터의 오차 

- 방사능측정에 따른 통계적오차 

- 파괴분석의 경우 화학적 분리수율의 오차 

- 조사이력에 대한 부정확성 

4. 고방사생물질 화학분석 

가. 사용후핵연료내 핵물질의 정량분석 

1) 전기화학적 방법 

우라늄 정량에는 이미 잘 알려진 Davìes-Gray이BL의 전위차적 

정볍[165] 이 현재까지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분석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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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와 정확도가 우수하고 분석법의 자동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형 

태의 시.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 Davies-Gray찌BL 

의 전위차적정법은 100 mg 이상의 우라늄 정량분석에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매우 정교한 적정장치의 개발로 인하여 20-40 mg 범위의 

우라늄 함량에 대하여 신뢰도가 매우 높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166].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내 우라 

늄 정량분석에 적용성이 크다. 

최근 우라늄 정량에서 발생하는 크롬이 함유된 폐액이 양산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위차적정법에서 적정용액으로 사용하 

던 중크롬산 칼륨용액을 세륨용액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현재 NBL에 

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167]. 또한， 우라늄 분석결과의 신뢰도 

를 향상하기 위하여 여러 분석기관들의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상호비교 및 분석결과의 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 

다[168].. 상호비교 시험에 참여한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분석기관내에 

서 그리고 분석기관간에 얻은 분석결과의 분산， 평균값， 재현성 및 인 

증된 표준값에 대한 각 분석기관의 측정값을 비교함으로써 분석결과 

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있으며[169] ， 분석법의 신뢰도 향상과 분석기관 

간의 상호언증을 위한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 

플루토늄 정량에는 현재 전위차적정법과 전기량적정법을 주로 활용 

하고 있다. 미량(수 mg)의 플루토늄을 적정하더라도 정확도와 정밀 

도가 좋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위차적정법을 개발하려는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170]. 또한， 전위차적정법에 자동화 장치를 도입하 

여 적정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분석자의 접 

근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171]. 한편， 우라늄 정량의 경우와 같이 분석기관간의 비교시험을 통 

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평가하므로써 분석법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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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72]. 최근에는 전압전류법 

[173]을 이용하여 미량의 플루토늄을 정량할 수 있는 분석법과 

in-line 또는 on-line 분석법 [174]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2) 동위원소희석 질량분석법 

동위 원 소희 석 질 량분석 법 CIstope Dilution Mass Spectrometry, 

IDMS)은 사용후핵연료중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정량하는데 유용한 방 

법이다. 또한， 이들의 동위원소비를 측정함으로써 핵분열율(fission 

rate)과 총핵분열수Ctotal number of fission)를 계산하는데 펼요한 기 

초자료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핵연료의 연소거동과 연소결과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스파이크(spike)를 시료에 첨가하므로 시료 전처 

리 과정에서 정량적인 회수가 필요치 않으며 분석대상 핵종을 일부분 

만 분리하여도 정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감도가 큰 질량분 

석기를 이용하므로 미량의 시료로부터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 

어서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시료 중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정량분석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원자력연구시설에서는 

오래전부터 핵연료 연소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3중 스파이 크e쩍..Jd， 233U, 242pU)를 첨 가한 다음 각각의 원소를 분리 하 

고 질량분석기로 동위원소비를 측정하는 IDMS를 적용하고 있다 

[175-180].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여러 가지 방해물질로부터 분리하여 이온교 

환수지 알갱이 하나에 농축한 다음 알갱이를 직접 질량분석기의 이온 

발생장치에 장착하여 동위소비를 측정하는 resin bead-IDMS가 개발 

되어 이용되고 있다[181 ，182]. 이 방법을 이용하면 분리한 시료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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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발생용 필라멘트에 점적하여 건조하거나 전기전착하여 동위원소 

비를 측정할 경우보다 이온화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Cm과 Am의 동중원소에 의한 간섭을 피할 수 있다[183，184].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전처리과정을 

크게 단순화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또 

한， 시료 전처리과정이나 분리된 시료의 이송과정에서 방사선 차폐가 

용이하다. 

우리 연구소의 조사후화학분석시설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중의 U, PU 

과 Nd를 고전적인 IDMS로 정량하여 연소도를 계산하는 연소도 측정 

법을 80년대 중반에 개발하여 일상 분석에 적용하고 있으며 resin 

bead-IDMS를 이용한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석법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었다. 

나. 핵분열생성물 분석 

1)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 분석 

핵연료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은 약 31 종이다. 

이중에서 비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은 약 25 종에 달하며， 연구 목적에 

따라 일부 동위원소의 정량분석도 요구된다. 먼저 134CS, 137CS , 103Rh, 

106 Rh 및l~U 둥과 같이 비파괴분석이 가능한 일부 감마선방출 핵종 

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 분석을 위해서는 전처리과정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붉은 질산에 용해시켜야 한다. 그러나 붉은 질 

산에 잘 용해되지 않는 백금족원소와 Mo 및 Zr 등을 정량분석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차폐상자 내부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가압 산 

분해용기를 사용하는 별도의 산분해법[185-188] 이 강구되어야 하며，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었다. 

- 173 -



한편사용후핵연료의 주성분인 우라늄과 약 0.8-1 % 정도 함유되 

어 있는 플루토늄이 핵분열생성물 분석에 여러 가지 간섭(화학적 및 

분광학적 간섭)을 줄 수 있으므로 핵분열생성물을 정밀， 정확하게 분 

석하기 위해서는 분석방법의 특성과 분리효율 등을 고려하여 용매추 

출법 [189-1951， 이옹교환수지법 [196-198] 또는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199-201]를 이용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부터 이들을 군분리하거 

나 개별분리하여야 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부터 분리된 핵분열생성물은 그동안 핵연료 

주기연구 관련 시료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금속원소 분석에 폭 넓게 

적용되어 왔던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 nCP-AES)으로 분석 

할 수 있다[202-205]. 이 방법은 측정가능 농도범위가 10 2-103 μg 

/mL으로서 시료의 매질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붉힘이나 농축조작 없 

이 직접 분석이 가능하고 207B 이상의 여러 금속원소들을 동시에 분 

석할 수 있어서 방사성시료 취급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액의 발생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고옹의 플라스마(10.000 K)에 방사성 시료용액를 주업 

시킬 수 있는 시료 주입장치와 플라스마 tourch를 glove box 안에 설 

치하고， 플라스마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의 검출기로 유도하는 

광학장치 그리고 검출기와 분석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주변 전자장치 

를 glove box 밖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다 

[206-2101 따라서 미 국의 PNL(Pacific Northwest Laboratory) [211] , 

일본의 PNC[212] 그리고 독일의 Karlsruhe 연구소[213] 등에서는 화 

학핫셀에 설치된 ICP-AES를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성물 분석에 적 

용한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연구분야에서는 현재 스테인레 

A 스틸로 만든 glove box에 ICP-AES를 결합시킨 분석기를 설치중 

에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는 물론 여러 형태의 방사성시료에 함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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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성물 분석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Li, Na, Rb 및 Cs과 같이 이온화전위가 낮아 원자방출분광법 

으로 분석이 어려운 알칼리금속족 원소들은 원자흡수분광법으로 분석 

이 가능하므로， Rockwell Hanford Operation에서는 PUREX 공정의 

핵분열생성물 회수연구에서 수십 TBg 수준의 방사성물질을 다룰 수 

있는 불꽃원자흡수분광기를 구성하여 사용한 바 있다[214]. 그러나 

이 방법은 분석과정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입자가 포함된 가스의 냉각 

과 여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저준위 방사성물질 분석에 제 

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에 미량 함유되어 있 

어서 많은 양의 방사성시료를 사용해야 하는 Sb, Sn, As 등과 같은 

핵분열생성물들은 원자의 여기원으로서 불꽃을 사용하지 않는 고온도 

로 원자흡수분광법 (graplú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맺ctrome따r)으로 

분석할 수 였다. 이 방법은 1O~20 JlL 정도의 작은 양의 시료를 사용 

하여도 ICP-AES보다 낮은 측정한계를 얻을 수 았고， 특히 방사성물 

질을 다루기에 적합하도록 원자화 장치를 쉽게 차폐시킬 수 있는 분 

석기의 구조적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 원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없으므로 분석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었다. 사용후핵연료 화 

학특성연구분야에서는 현재 보유중인 고온도로 원자흡수분광기를 조 

사후시험시설내 화학실험실로 이전시켜 방사성시료 분석에 적합하게 

개조시켜 사용할 예정이다. 

Sm, Eu 및 Nd 등과 같은 희토류 금속원소들은 열중성자 흡수단면 

적이 크기 때문에 DUPIC연구 뿐만 아나라 신형핵연료 개발에 관련된 

여러 연구분야에서는 원자로심 설계와 핵연료특성 연구를 위하여 이 

들 동위 원소(l44Sm， l47Sm, l48Sm, l49Sm, l5OSm, l5lSm, l52Sm, l53Eu, 

143Nd)의 함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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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부터 분리된 핵분열생성물중 희토류원 

소들을 다시 군분리한 후， 동중원소(isobaric effecO의 영향을 제거하 

기 위하여 glove box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성능 크로마토그래프 

(High Performance Ion Chromatograph, HPLC)의 분리 컬 럼 으로 개 별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분획분취한 희토류원소를 동위원소희석-질량분 

석 법 으로 정 량한다[215]. 

최근 ICP-AES에서 무기원소들의 이온화 장치로 사용되는 유도결 

합플라스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와 동위원소 분석용 질 

량분석기를 결합시켜 시료용액을 외부로부터 직접 주입하면서 무기원 

소의 정량과 동시에 동위원소비 측정을 연속적으로 하도록 개발된 유 

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ICP-MS)에 여러 무기원소을 상호 분리시킬 수 있는 

Ion Chromatograph를 부착한 IC-ICP-MS를 사용하면 Sm, Eu 및 Nd 

을 비롯한 여러 무기원소들을 분리로부터 동위원소 정량까지 연속적 

으로 glove box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동위원소를 분석할 때 상대표준편차(RSD)가 0.01-0.04 %까지 가 

능하도록 개 발된 magnetic sector를 부착한 ICP-MS는 무기 분석 분야 

에서 점차 적용폭이 넓어지고 있다[216，217]. 또한 검출한계도 매우 

낮아 극미량(pg/L - ng/L)의 원소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개 

발된 High resolution ICP-MS(HR-ICP-MF)의 분해능은 약 10,000 

정도로서 고온의 플라스마에서 아르곤 가스가 이온화되어 생성된 

ArO+ (mass=56)와 햄e원소와 겹쳐서 일반 ICP-MS로 분석할 수 없었 

던 ~e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 반적 으로 ICP-MS는 earth sciences, water resources, food 

science,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analysis, istope ratio 

measurements와 같은 분야에 서 그리 고 nuclear materi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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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evel waste characterization, environmental monitoring , waste 

rnanagernent, internal dosirnetry , health protection 등과 같은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고방사성물질 분석에 

대해서는 현재 독일의 ITU (Institute for Transuranium Elernents, 

Karlsruhe)[218-223J 에 서 glove box내 에 ICP와 interface part(sample 

cone 및 skirnmer cone)를 설치하고 fore-pump 앞에 HEPA filter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ICP-MS를 개조시켜 악틴족원소와 핵분열생성물 

분석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원소정량 및 동위원소비 측정결과를 열이온화 질량분 

석기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TIMS)로 얻은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큰 차이가 있지만 약 15 % 범위내에서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분석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 

연구분야에서는 현재 방사성시료를 취급하기 위하여 glove box가 결 

합된 ICP-MS를 설치하고 기초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도결합 플 

라스마 원자방출 분광분석법과 열이온화 질량분석법으로부터 얻은 분 

석결과들을 상호 비교하여 분석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비교분석 

에 활용할 예정이다. 

2) 휘발성 핵분열생성물(핵분열생성 요오드 및 잔류기체) 분석 

요오드는 경수로에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의 0.5 % 정도를 차 

지하며， 휘발성이 매우 크고 l~의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원자로사고 

시 가장 주목해야 하는 핵종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핵연료 피복재의 

응력부식균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과 관련 

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나 지르칼로이 중의 총요 

오드 함량 또는 요오드 동위원소 측정이 필수적이다.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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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나 지르칼로이 피복관 내부표면의 요오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시편을 산으로 녹인 다음 침전법이나 용매추출법으로 요오드를 

분리하거나， 시편을 고온용융할 때 휘발되어 나오는 요오드를 포집하 

며， 요오드 함량은 y 계측이나 액체섬광계측으로 분석한다[224，225]. 

지르칼로이 피복관 내부표면의 요오드 분포는 전자탐침 x-선 마량분 

석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226]. 우리 연구소에서는 핵분열생성 

요오드의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없기 때문에 확립된 분석방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용후핵연와 지르칼로이 시편으 

로부터 요오드를 추출 포집하여 측청하는 분석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경수로형 핵연료의 경우 Kr과 Xe이 핵분열생성물의 30 %를 차지 

하며， 이 중 일부는 핵연료와 피복재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유 

출기체 (free gas)이고 일부는 핵연료 속에 잔류기체 (retained gas)로 

존재한다. 유출기체는 피복재에 압력부담을 주게 되고 열전도도를 저 

하시키는 반면 잔류기체는 연료를 팽윤시킨다. 핵분열생성기체의 반 

경방향 분포도는 핵연료 팽윤모델 설정과 핵분열생성기체 유출메카니 

즘 규명에 중요한 자료이다. 잔류기체 측정은 이를 포집하여 Kr과 

Xe의 함량과 동위원소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잔류기체를 포 

집하는 방법으로는 산용해법 (fuel dissolution method)과 고온진공추출 

법 (hot vacuum extraction method)이 있다. 산용해법에서는 핵연료 

시편을 ·헬륨분위기에서 질산으로 녹이면서 발생되는 기체를 다단계로 

정제하면서 포집하므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는 단점이 있다[227]. 반 

면에 진공상태에서 고온의 유도로를 이용해서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기체를 추출하여 포집할 수 있다[228-2301 포집된 기체는 기체크로마 

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해서 기체 조성과 동위원소를 측정한 

다. 또한， 전자탐침 x 선 미량분석기 또는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 

하여 Xe의 특성 x-션을 측정함으로써 반경방향 분포를 측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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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31]. 우리 연구소의 조사후시험시설에서도 유출기체를 포집하 

여 질량분석기로 조성과 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있지만 잔류기체의 

포집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바 없다. 

5. 악틴족원소 광환원반응 및 중합채형생 반응 

가. 우라닐 이옹의 광환원반응 

알코올과 같은 유기화합물과 섞여 있는 우라닐 이온의 산성용액 

에 자외선 또는 가시광션을 조사시키면 우라닐 이온[U(VI)]은 우라늄 

4가[U(IV)] 이온으로 환원되고 알코올은 알데히드나 케톤으로 산화되 

는 광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 때 생성되는 U(IV)는 purex 공정에서 

다량의 우라늄으로부터 소량의 PU을 분리하는데 필요한 환원제로 사 

용될 수 있다[232-238]. 우라닐 이온의 광환원 반응의 초기단계는 광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유기화합물의 라디칼이 생성되는 반응으로 이와 

같은 초기 반응에 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239-243]. 1952년에 

Bhattacharayya 퉁 이 photo-activated uranyl ion이 aliphatic alcohol 

과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고 발표하였으며 [244-245] ， 이어 1953년 

Heidt 둥도 photo-activated uranyl ion이 수용액 중에서 sucrose, 또 

는 그의 유도체들과 반응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246]. 1954년 

Argon National Laboratory에 서 Rabinowitch에 의 하여 여 러 가지 

fatty acid들과 우라닐 이온간에 일어나는 광환원 반응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247]. 한편， 1958년에 

Baes 등은 di-(2-ethyl hexyl)phosphoric acid를 사용하여 U02(CI04)2 

를 추출하는 실험중 선반 위에서 며칠 동안 자연광에 노출시킨 노란 

색의 우라닐 이온 용액이 푸른색을 띤다는 것을 관찰하였다[248]. 그 

러나 자연광을 차단한 채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색깔의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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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과학적인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9년에는 S하100 등이 photo-activated uranyl 

lOns이 forrnic acid와 absolute ethanol으로 이 루어 진 혼 합 용 액 에 서 

광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표하였고[249] ， 1961년에는 Kertes 

등[250]이 TBP를 가지고 UOzClz를 추출하는 실험에서 유기층을 자연 

광에 방치해 두면 푸른색의 U (IV) 침전물이 생긴다는 것을 관찰하였 

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염산 매질에서 DBP 또는 TBP가 산에 의 

하여 가수분해되면서 생성되는 butanol, butyl aldehyde, butyric acid 

등으로부터 uranyl ion으로의 photochemical electron transfer가 일어 

나서 우라닐 이온의 환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때 생성 

된 U (IV) 침전물에는 염소성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염 

산이 아닌 질산 매질에서 TBP는 U(VI)를 환원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서 질산은 염산보다 250배 정도 가수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 

으로 보았다. 1961년 Hanford 연구소의 Carroll 및 Bums 등[251]은 

U(IV)를 PU(IV)의 환원제로 사용하여 PU을 우라늄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광환원 반응을 PUREX 공정에 응용하려고 시도하였으 

며， 1971년 같은 실험실에서 Wilson에 의하여 TBP와 인산을 사용한 

유기층에서 U(VI)의 환원에 관한 특허가 출원되었다[252]. 또한， 

1978년에 Frieman, Toth, Bell 등은 U과 PU를 함유하고 있는 TBP 

유기층 중 PU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광환원 반응을 특허로 출 

원하였다[253]. 1976년부터 1979 1건까지 Los Alamos 연구소의 

Depoorter와 Rofer-Depoorter는 우라닐 광환원 반응을 PUREX 공정 

에 응용하려는 연구들를 수행하였는데 [254-257] 그들은 U(VI)의 환원 

제로서 TBP와 인산을 사용하는 대선에 순수한 TBP 만을 사용하였으 

며 , 1-4 M의 질산농도에 서 TBP를 사용하여 UOZ(N03)z를 U(IV)로 

환원시킬 수 있었고 질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U(IV)의 생성량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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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함을 관찰하였다[254]. 1986년 Oak Ridge National Lab.에서는 

Toth, Bell 등에 의 하여 Savannah River Plant의 공정 system 

renovation에 U(VI)의 광환원 반응을 응용하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그 

들은 광환원 반응을 적용했을 때 가장 유리한 공정이 어떤 공정인가 

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한 실험실 규모의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258]. 그들은 PUREX 공정 중 acti띠de 

의 농도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광환원 반응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 

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2nd-U-cycle feed stage를 일차적인 시험 

단계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서는 1M 질산매질 

에 서 hydrazine(NzH4), butanol, hydroxylamine nitrate(HAN) , 

butanoVNzH4, HAN/N빠4， ethanoVNzH4, TBP 등을 환원제로 사용하 

여 1.25 M UOZ(N03)z를 광환원 반응시켜 생성되는 U(IV)의 생성율을 

측정하였는데， butanol/NzH4을 환원제로 사용하였을 경우 가장 환원효 

율이 높았으며 TBP만을 환원제로 사용하였을 때는 전혀 U(IV) 이온 

이 생성되지 않았다. 이 때 사용되는 hydrazine(NzH4)은 생성된 

U(IV)이온을 안정시키는 환원유지제이다. 실제로 Savannah River 

Plant의 공정 system renovation에서는 TBP에 의하여 추출된 U(VI)와 

Pu(IV)의 유기층을 붉은 산(약 1 M)으로 처리하여 유기층 및 수용액 

층에서 광환원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 결과， 우라늄은 대부분 유기층 

에 PU은 수용액 층에 대부분 존재하게 되어 PU을 우라늄으로부터 

분리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적용된 초기단계에서 

미국 정부가 재처리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인 PUREX 공정에 웅 

용되지 못 하였다. 

PUREX 공정 중 TBP 유기층 속에 존재하는 PU은 U(VI)의 약 1 % 

보다 적으므로 미량의 Pu(IV)를 과량의 우라늄으로부터 분리하는 방 

법은 우선 Pu(IV)를 Pu(III)로 환원시켜 수층으로 Pu(III)를 역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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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Pu(IV)를 환원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우라닐 

이온의 광환원 반응이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 

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기술할 PU의 환원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ferrous sulfamate [Fe(SO~H2h]를 가해주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Pu(IID로 환원된다. 

Fe2+ + Pu4+ (org.) • Pu3+(aq.) + Fe3+ 

그런데 질산매질에서는 방사분해(radiolysis)에 의하여 N02 이온이 

필연적으로 생성되어 다음 반웅에서 보여 주듯이 환원제로 사용되는 

Fe2
+ 이온이나 환원된 Pu3

+ 이온을 다시 산화시켜 분리효율이 낮아지 

므로 N02 이온을 억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sulfamate 이온이 

사용된다. 

Pu3+ + N02- + 2 H+ • 

. Fe2+ + N02 - + 2 H+ • 

NH2S03 + N02 • 

Pu4+ + NO + H20 

Fé+ + NO + H20 

N2 + sol- + H20 

이 방법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ferrous sulfamate를 과량으로 첨가함으로써 비 휘발성의 방사성 폐기 

물을 다량으로 양산하게 되고 Fe2
+ 이온에 의한 공정재료 물질의 부 

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점이 었다. 둘째로， 

hydroxylamine nitrate를 가해주는 방법으로서 1971'건 Savannah 

River Plant에 적용했던 방법으로 알려져 았으며 [259] ， 관련되는 반응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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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H30H+ + 4 Pu4+ • 4 Pu3+ + N20 + H20 + 6 H+ 

3 NH20H + HN02 • 2 N2 + 5 H20 

HN02 + N2H4 • HN3 + 2 H20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N02 이온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hydrazine CNili4)을 가해주는데 이 물질의 사용에 따라 생성되는 

hydrazoic acid CHN3)는 휘 발성 이 강하고 폭발 가능성 이 있지 만 

PUREX solvent에 의하여 쉽게 추출되고 또한 solvent wash system 

내에서 안전하게 제거가 된다. 상기 반응은 반응속도가 상당히 느리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산의 농도를 증가시켜 반웅속도를 증가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직도 hydrazine 사용에 따른 안정성 

및 azide 분해생성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로， 전기화학적인 환원 방법으로 양극에서 생성된 U(IV)를 이용하여 

Pu(IV)를 환원시 키 는 방법 으로 1973년 Gray 퉁에 의 하여 미 국 특허 

로 출원된 방법이다[260]. 이 방법은 Barnwell Nuclear Fuel Plant에 

사용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사용된 예는 없으며， 최근 

일본의 ]AERI에서 U/Pu 및 TRU 분리， 그리고 fission products의 분 

리 · 회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261]. 이 방법 역시 환원유지제로 

hydrazine이 사용되고 있지만 N02 이온에 의하여 U(IV)가 U(VD로 

다시 산화되므로 결국은 과량의 U(IV)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외부에서 다른 어떤 첨가제도 넣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화 

학폐기물을 유발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에 직접 장치를 설치하기 

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로， 외부에서 직접 U(IV)를 가해주는 방법으로서 프랑스 재처 

리 공장에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별도로 U(IV)를 

생산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우라닐 이용의 광환원 반응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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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키지 크게 발생을 화학폐기물의 추가적인 방법으로서， 는
 

하
 

용
 

다만， 광환 직접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았다. 않고， 현장에 

원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광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 보고된 결과들을 종합해 우라닐 광환원 반응에 대하여 현재까지 

질산 다음과 같다. 우라닐 광환원 반응은 산 매질에서만 일어나며 면 

광환원 반응에 보다는 과염소산 매질에서 더 잘 일어난다[248]. 매질 

atom hydrogen 사용되며 환원제로 알코올류는 사용되는 서 

광환원 일 어 난다[241 ， 262]. abstraction 메차니즘을 통하여 광환원이 

자외선이 사용되며， 350 nm 이 0) 

^ 사용되는 광원은 가시광선 반응에 

우라닐 이온이 생성되어 하의 자외선을 질산 매질에 조사시키면 N02 

환원유지제로 위하여 억제하기 이를 방해하는데 환원반응을 이온의 

헌재까지 발표된 U(IV)로의 환원효율은 황산/ hydrazine을 사용한다. 

질산 매질에서 보고되어 0.5로 사용한 경우로서 환원제로 에탄올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그러나 이 값은 실험 았다[258]. 

광환원 반응을 측정하 이온의 우라닐 못한다. 주지 의미를 큰 다지 

254 245, 흡수분광법 [244， 262-265]과 형광분광법 [241 ， 방법에는 '-
l一

형광분광법은 우라닐 이온이 광환원됨에 있다. 사용되고 266, 267] 이 

방법이고， 흡 는
 

하
 

、
어
 。-

Z「
를
 

도
 

노
 
。이온의 우라닐 점차 감소하는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U(IV)의 수분광법은 우라닐 이온이 광환원됨에 따라서 

그런데 U(IV)의 흡수스펙트럼은 U(VI)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흡수스펙트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파장영역 (450 nm 이상)에서 나타 

뾰
 

크
 

정도 10배 내지 5 비해 U(VI)에 몰흡광계수가 또한 나고 

몰흡광계수 반면에 U(VI)의 U(IV)의 생성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츠처하 스 
-, 0 2. ’ 감소량을 쉽게 는 작기 때문에 흡수분광법으로는 U(VI)의 

따라서 이용 

광환원 

U(VI)의 감소량을 측정할 경우에는 laser 광원을 

이온의 우라닐 유리하다. 것이 측정하는 혀과으 
。 。

없다. 

우라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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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서 TBP 그 자체로도 광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 

과[254， 26허가 나와 있는 반면에， TBP가 광환원 반응을 전혀 일으키 

지 못한다라는 연구결과[258]도 발표되어 있다. 질산 매질에서 광환 

원에 의하여 생성된 U (IV) 이온이 N02 이온에 의하여 U(VD로 되돌 

아가는 반응은 U(IV)가 Pu(IV)를 환원시키는 반응과 경쟁적으로 일 

어난다[268]. PUREX 공정에서 우라늄의 양은 일반적으로 PU의 양보 

다 적어도 100배 이상 많기 때문에 N02 이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광환원 반응으로 생 성 된 U(IV)가 충분히 Pu(IV)를 Pu(III)로 환원 시 

킬 수 있다. 

나. 산화수에 따른 중합체형성 반응 

핵연료주기에서 핵연료물질의 회수， 정제， 농집， 군분리 등을 목 

적으로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악틴족원소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악 

틴족원소는 화학반응에 있어서 굳은산의 특성을 보이므로 주개원자에 

따라 o > N, S의 친화성을 보인다. 따라서 수용액 중에서의 수화 및 

가수분해，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중합체 생성반응은 밝혀야 할 

중요한 화학적 현상 중의 하나이다. 우라늄 이외의 원소에 대한 가 

수분해반응은 아직도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착물 

형성과 마찬가지로 가수분해도 악틴족원소의 유효전하량에 따라 크게 

의존하는데， An02+(aq) < An3+(aq) << AnOl+(aq) < An4+(aq)의 경 

향성을 보인다. 가수분해， 즉 수산이온과의 반응은 탄산염이나 언산 

염 이온과의 반응과 비슷한 정도의 반응성을 보이나， 차르복실산염과 

의 반응보다는 강하다. 다가 유기산염의 착물형성반응과 비교하면， 

An(IV)의 경우는 가수분해가 착물형성보다 강하며 An(Ill)의 경우에 

는 착물형성과 비슷한 정도의 반응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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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된 금속이온이 산으로 작용하는 것은 금속이온에 결합한 물분 

자의 수소원자가 수소이온으로 해리가 용이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가수분해의 결과로 악틴족원소의 전하량이 감소하므로 원소 주변 물 

분자의 -구조가 약화되고 따라서 반응에 따른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계속적인 가수분해는 전기적인 중화를 동반하므로 침전을 생성할 수 

있다. 공정 중에 원하지 않는 침전이 생성되면 질량균형의 예측을 

어렵게하고 핵임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수분해의 결과로 

hydroxo (An-OH-An) 또는/그리고 oxo (An-O-An) 다리결합에 의 

한 중합체를 생성한다. 중합반응은 콜로이드성 중합체를 생성하기도 

한다. 

Ann+ -(OH2)n 깅 An(OH)n(solid) + n H+ 

Ann+ + n OH 섭 An(OH)n(solid) 

m HO-An-OH + H+ +=! HO-(An-O)m-2-An-OH+-An-OH + m-l H20 

(양전하 콜로이드) 

m HO-An-OH 섭 HO-(An-O)m-l-An-OH + m-l H20 

m HO-An-OH + OH 섭 HO-(An-O)m-l-An-O + m H20 

(음전하 콜로이드) 

가수분해 및 중합체 생성은 산화수 및 원소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An(IV)의 경우， 가수분해 세기가 u '" PU > Np의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An(V) 및 An(VI)는 U > Np > PU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가수분해에는 전하량 대 이온반경의 비 이외에 다른 인 

자가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적기는 하지만 악틴족원소와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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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간의 결합에 6d 궤도함수의 전자가 관여하는 약간의 공유결합성 

이 존재하므로 악틴족원소의 분광학적 특성 변화가 나타난다. 중합 

체를 생성하면 oxo 다리결합을 형성하므로 단체의 경우와는 다른 분 

광학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269]. 양전하 또는 음전하 콜로이드는 

침적하지 않으며 이온용액과 마찬가지로 Beer-Lambert 법칙을 따르 

기 때문에 흡광법에 의한 농도결정이 가능하다. 

Ln(III)와 비교할 때， An (III) 이온이 상대적으로 더 큰 이온반경을 

가지므로 더 약한 가수분해 반응성 즉， 더 약한 산도를 보여야한다. 

Pu(III)는 가수분해 를 측정 하는 동안에 Pu(IV)로 산화하고 나아가 

Pu(IV)의 가수분해 침전을 생성하므로 측정된 값은 최대 가수분해를 

나타내는 한계값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An(III) 이온의 가수분해상수 

값 (An3+ + H20 = An(OH)2+ + H+, p β *ll)은 y3+의 값(7.7)과 크게 다 

르지 않을 것이다. 안정한 산화수를 가진 Am3+의 가수분해상수 측정 

값은 7.5이 다[270]. 

Th은 일반적인 수용액 중에서 안정한 산화상태로 +4 산화수만을 

가지므로， An(IV)의 일반적인 가수분해반응을 밝히기 위해 가장 많이 

연구되는 원소이다. An(IV) , 즉 Th (IV) , U(IV) 및 Pu(IV)은 모두 약 

산성의 조건에서 중합체를 생성하는데 Pu (IV) 중합체는 다른 유사체 

와는 달리 낮은 가역성을 보인다. 

Th4+는 CI04 매질에서 배위된 OH 의 평균 개수가 2보다 크지 않 

으면 완전한 가역반응이며 빨리 평형에 도달한다. 존재할 수 있는 

Th 화학종은 ThOH3+, Th(OHh2+, Th2(OHh6+’ Th4(OH)합， 

Th6(OH)159+ 등이며 [271-273] 이들 화학종은 매질의 조건에 따라 그 

존재분포가 달라진다 cr 매질에서는 Th2(OH)26+의 분포가 크며 

Th4(OH)sS+와 Th6(OH)159+은 존재 하지 않고 Th2(OHh5+와 

Th6(OH)141O+이 생성 된다[274， 275J. N03 매질에서는 Th2(OH)쥔+ 및 

- 187 -



T h6(OHh410+ 뿐만 아니 라 TUj(OH)57+도 생 성 된 다[276J. Th4+의 OH 

평균배위수가 2보다 크면 평형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침전이 

생성되기 전에 먼저 중합체 생성이 일어난다. Cl 매질에서는 중합체 

생성 정도는 다른 매질에 비해서 더 크지만 생성 속도가 느려서 평균 

배위수가 2 정도일 때 수 개월이 지나도 평형에 도달하지 않는다 

[277]. Th2( OH)z 6+는 2중 hydroxo 다리결합을 하고 있으며 Th-Th 결 

합길이가 3.99 A이다[278]. 중합도가 증가하거나 매질이 변하여도 결 

합길이의 변화는 매우 적다. 

U4+는 CI04 나 cr 매질에서 이온강도가 증가하면 산도는 감소하고， 
CI04 매질에서보다 cr 매질에서 산도가 낮다 Th4+의 가수분해에 

비추어 U(UOOH)n(n←4)+의 다핵화학종을 생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U6(OHh59+ 중합체를 생성하는데， Th과는 다르게 2, 3, 4, 5개의 U이 

참여하는 중합체의 생성은 적다[279]. 중합체를 생성하는 U의 농도는 

Th보다 낮으며 2중 hydroxo 다리결합을 하고 있는 U-u 결합길이는 

4.0 A이다[280]. 현재까지 분리된 유일한 중합체는 U604(OH)4(~04)6 

인데， u이 정팔면체의 꼭지점에 위치하며， oxo-hydroxo 다리결합을 

하며， U-U 결합길이는 3.85 A이다[281]. Th(IV)가 hydroxo 다리결합 

에 의한 중합체를 생성하는데 반해 U(IV)는 hydroxo와 함께 oxo 다 

리결합을 갖는 중합체를 생성한다. 

Pu(IV)는 U(IV)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지만 U(IV)보다 중합체를 더 

잘 생성한다. 생성된 중합체가 비가역성을 보여서 공정상에서 문제 

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PU 중합체 생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Pu4+ 이온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PU(OH)4 침전 

을 용해하면 단체 화학종이 생성된다. 그러나 숙성시킨 중합체는 용 

해하더라도 중합체로 존재한다. PU(OH)4 침전을 용해하여 단체 화학 

종을 얻으려면 H+의 농도가 Pu (IV) 농도의 4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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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형성은 산도， 농도， 다른 이온의 존재 및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282]. 0.1 M HN03 용액에 1 g!L의 농도로 존재하는 Pu(IV)가 생성 

하는 중합체의 양은 0.2 M HN03 용액에 10 g!L의 농도로 존재하는 

Pu(IV)가 생 성 하는 양과 같다. 

착물형성 음이온이 존재하면 중합체 생성은 방해를 받는다. 이러 

한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음이온이라도 

그 농도가 Pu(IV) 농도보다는 커야 한다[283]. 중합체는 약간 진한 

HN03 조건에서는 침적하지만 과량의 HN03를 가하면 용해한다. 그 

러나 중합체의 분해는 일어나지 않는다[284]. 0.3 M HN03 매질과 

1.62 g!L Pu(IV) 농도 조건에서 숙성된 중합체 용액에 U02(N03h, 

Al(N03h, 또는 N랴.J03를 가할 때 이 들의 가해 준 농도가 0.5 M이 되 

면 침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2M에서는 Pu(IV)의 40 %까지 최대의 

침적을 보인다. 농도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침적이 감소하다가 4 

M이 되면 완전이 용해한다. LiN03는 이러한 영향이 더욱 커서 3.5 

M일 때 Pu(IV)의 80 %까지 침적한다[285]. cr 용액에서 침적된 
Pu(IV)의 중합체를 분리하여 분해시켜도 cr를 생성하지 않는다. 이 

것은 cr가 중합체 망상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결합을 이 

루는 산소 또는 수산기에 잡혀있는 것을 나타낸다. 중합체의 분자량 

은 확산법 또는 원심분려법으로 측정하는데 때00 내지 1010의 범위이 

며 제조과정에 의존한다. 

낮은 pH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Pu(IV)는 양전하 콜로이드를 

생성하지만， 높은 pH에서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Pu(IV)는 음전하 콜 

로이드를 생성한다[286]. 산성용액에 존재하여 약간의 양전하를 띤 

콜로이드는 0.15 몰당량의 iodate, sulfate, oxalate, phosphate, 

ferricynide가 존재하면 침적한다[284]. 콜로이드는 dibutyl carbitol, 

TTA, TBP 등으로는 추출되지 않는다. 단체의 Pu(IV)를 함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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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utyl carbitol 용 액 을 가열 하면 수화된 PU02를 생 성 한다[287]. 콜 

로이드는 고체표면에 흡착한다. 유리 표변에는 1.6 μg/cm2만람 흡착 

되며 철 표변에는 더 많이 흡착된다[269]. 

산용액에 단체로 존재하는 Pu (IV)이라도 증류수를 가하면 국부적으 

로 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므로 중합체를 생성한다. 따라서 희석 

과정에서 중합체가 생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류수 대신 산용 

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PU(OH)4를 용해할 때도 적용 

된다. 다량의 케이크에 산용액을 가하면 산용액이 cake내로 침투할 

때， PU(OH)4에 의해 산이 소모되므로 국부적으로 산이 부족하게되고 

이 부위에서 중합체가 생성된다. 따라서 중합체를 생성하지 않은 

PU(OH)4라 하더라도 용해과정에서 중합체가 생성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산용액에 PU(OH)4를 소량씩 나누어 

가해야 한다. 증발 농집과정에서도 국부적인 과열에 의해 중합체가 

생성될 수 있다. 

중합체 분해반응은 Pu(IV) 농도에 대하여 1차반응이다. 반응은 매 

우 느라며 숙성된 중합체는 중합도가 크기 때문에 더욱 반응이 느리 

다. 분해반응의 반감기를 비교해보면 10 M HN03, 25 oc에서 생성된 

중합체는 30분이지만， 2M HN03, 25 oc에서 생성된 중합체는 20일이 

고， 2M HN03, 80 oc에서 생성된 중합체는 1년이다[269， 282]. 또한 

5 M HN03, 25 oc에서 바로 생성된 중합체는 20시간이지만 수개월간 

숙성한 중합체는 320시간이다[285].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음이온(F ， 30/-)이나 산화제는 중합체 분 

해를 촉진한다[288]. F-는 중합체 생성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지만 분 

해반응은 크게 증진시킨다. N03 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지 못하는 

음이온이면서도 중합체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약산용액에서 NH4N03 

가 0.5 M 이하로 존재하면 중합체가 빠르게 생성되지만， 1 내지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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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크게 둔화되며， 4 M 이상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269]. 이것은 

F 의 영향과 상충되는 현상으로써， 중합체의 생성 및 분해에 미치는 

음이온의 영향이 착물형성 이외의 인자도 있음을 나타낸다. 

An(VI)의 가수분해 및 중합체 생성에 대해서는 수용액 중에서 안 

정한 산화수를 유지하는 U(VI)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결정 

상으로 존재하는 UOZ(HZO)5Z+에서 물분자는 적도방향 평면에 5각형의 

배열을 하고 있다. 축방향의 U-O 결합길이는 1.71 A이며 적도방향 

의 U-O 결합길이는 2.45 A이다[289]. 용액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와 수화수를 가진다[290]. uol+의 가수분해 중합체에는 5개 이 

내의 U 원자가 참여한다. 가수분해 및 중합체형성 반응의 결과로 

UOz(OHf’ (UOz)z(OH)P, (UOzMOH)5+ , (UOzh<OHh , UOz(OH)z(aq) , 

(UOz)3(OH)4Z+, (UOz)4(OH)6Z+, (UOz)z(OH)3+ , (UOz)4(OH)7+등이 생성 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911 

U(VI)의 총 농도가 1 mM 이하인 산용액에서는 UOz(OHf가 주 화 

학종이며， 약산 용액 (2 < pH < 5)에서 농도가 10--4 M 이상이면 

(UOz)z(OH)zz+가 주 화학종이다. pH가 증가하면 (UOz)3(OH)5+의 상 

대적 비율이 증가한다[292]. Cl 매질에서는 (UOz)3(OH)4Z+ 의 분포가 

크다 Cl 매질에서 (UOzh(OH)/가 폰재하는 것은(UOz)3(OH)4Cl+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진한 U 농도와 낮은 pH에서는 

(UOz)zOH3+가 주로 존재하며 (UOz)4(OH)6Z+, (UOz)4(OH)7+ 등의 존재 

가 제시되고 있으며 [293J ， 또한 (UOzh(OHh 와 같은 음이옹도 제시되 

고 있다[294]. 일반적인 음이온에 의한 가수분해 억제는 CI04 < 
N03 < cr << SO/←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착물형성세기의 경향과 

일치한다. 

평균배위수가 0.58에서 생성된 (UOz)z(OH)zz+는 이중 hydroxo 다리 

결합이며 U-U의 결합길이가 3.88 A로서 결정에서의 값(3.94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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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295]. 결정상에서 단일 hydroxo 다리결합을 하고 있을 때의 

결합길이는 4.22 Å이다[296]. 평균배위수가 1.11에서 생성된 삼중합 

체인 (LJCJ2 )3(()f! )54+는 등변삼각형 구조로서 평균 U-U 결합길이가 

3.84 Å이 다[295]. Cl 매질에서 는 (U()2)3(()f! )54+ 대신에 (U()2h( ()f!)4 2+ 

가 많이 존재한다. 

개별 악틴족원소의 가수분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핵 

연료주기와 관련한 공정 및 분석에서는 혼합 악틴족원소를 많이 다루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합 악틴족원소의 가수분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U(VI)는 Pu (IV) 가수분해물의 망상구조에 참여 하여 

Pu (IV)의 중합체 생성을 느리게 한다[297]. U(VI)와 Th(IV)는 

hydroxo 다리결합에 의해 중합체를 형성하며， 높은 온도에서 숙성하 

면 oxo 다리결합을 가진 중합체를 생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298]. 

숙성된 침전은 a -Na2U()4에 해당하는 uranate의 황금오렌지 빛을 띤 

다. 이미 가수분해하여 망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Th(IV)에 U(VI)을 

가해도 .Th-U의 공중합 가수분해물이 생성되는 가역반응성을 보이고 

있다. 한 개의 Th(IV) 원자에 몇 개의 U 원자가 결합하는지는 보고 

된 바가 없다. 

U 및 PU는 가수분해 할 때 분광학적 특성 , 즉 흡광， Rarnan, IR 스 

펙트럼의 변화를 통반한다. 중합체 생성에 동반하는 이러한 특성의 

변화를 측정한다면 혼합중합체 생성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An(III)의 유사체로는 Ln(IID이 있는데 특히 형광특성을 가지는 

Eu(III)나 흡광도가 크고 U(VI) 형 광의 소광효과를 가지 는 Nd(II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혼합중합체 생성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측정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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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용후핵연료 취급 찾첼 

사용후핵연료는 1970년대까지 주로 재처리 후 혼합핵연료(MOX)로 

재가공하여 이를 경수로 또는 고속로에 재 사용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많은 연구와 상용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국가(프랑스， 영국 등) 

에서는 자국내의 산업화 단계를 지나 외국에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핵확산 금지 (nuclear 

non-proliferation) 운동이 전개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는 방사성폐기 

물 관리와 관련한 국민이해 문제， 그리고 유가 안정 및 전력소비 증 

가추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이 주요 대안으 

로 부각되었다[299-3011 미국을 주축으로 스웨댄， 캐나다， 독일 등은 

직접처분 대안을 심도 있게 평가함과 아울러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정 

책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용후핵연료 밀집포장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적절한 기계 

적 조작으로 밀집 포장하여 저장 또는 처분 공간을 약 %로 감소시켜 

방사성 물질의 격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서， 이 기술은 미국 

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에서 실증 규모로 개발중에 있으며， 대표적으 

로 미국의 PCDP(Prototypical spent fuel Consolidation equipment 

Demonstration Project)와 독 일 의 PKA(Pilot Konditionierungs 

Anlage) 시 설 이 있다. 

1. 주요 연구사례 및 시절 

가. 미국 

미국은 1970년대까지 상용재처리를 추진하였으나， 1980년도 초에 

거 의 완공단계 에 았던 BNFP(Barnwell Nuclear Fue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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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를 마지막으로 민간재처리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처분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1) Westinghouse의 E-MAD 시 험 

1981 년 초 DOE의 cornmercial waste & spent fuel packaging 

program의 일 환으로 Westinghouse사는 Nevada test site에 위 치 한 

E-MAD(Engine-Maintenance And Disassembly) 시설에서 사용후핵 

연료의 포장시험을 실시하였다. 

E-MAD 시설은 본래 1960년대 미국의 핵추진 로켓개발계획이었던 

NERVA 계획의 일환으로 핵추진 엔진을 원격해체 및 조립시험하기 

위해 건설된 초대형 핫셀로서 크기는 길이 43 m, 폭 21 m, 높이 23 

m이고， 두께가 1.8 m~ 차폐구조물이다. E-MAD 시설의 특성은 표 

21에 나타낸 바와 같다. 

Westinghouse에서 시험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16개 집합체이며， 

시험의 절차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수납，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하 역 및 검 사 container 적 재 및 용 접 , helium leak test, storage 

cask 적재 등으로 구성된다. 

E-MAD 시험은 1986년에 종결되고 동 계획은 lNEL(I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의 rod consolidation 계 획 으로 연 계 

되었다. 

2) INEL의 Rod Consolidation Project 

DOE의 ldaho 부지 는 national reactor testing center로서 INEL 

의 해군잠수함 핵연료 재처리시설Odaho chemical processing plant)과 

ANL의 고속로 및 연료처리시설(fuel cycle facility) 동의 대형 차폐시 

설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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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E-MAD 시셜 특성 

구 τ 닙r 주요 내용 

취급 사용후핵연료 PWR, BWR 

건물규모(m) L1l0 x wS9 x H24 

핫셀규모(m) L43 x w21 x H:겼 

O!H crane(40 ton) 
Han버ing system 
Marùpulator 

시셜특성 Periscope & camera 
Wipe test system 

주요장비 Remote welcling device 
He filling system 
Leak test system 
Delivery shaft 
Storage vehicle 
Decontamination system 

포장특성 사용후핵연료를 해체하여 포장 

수송용기 수납 

포장공정 
수송용기하역준비 

핵연료 해체/포장 
트「등λ 。케 

주요공정 핵연료를 저장용기에 적재 
기밀시험 (He) 

Wipe test 
임시저장소로 이송 

크기(mm) 
L356 x w356 x L4,310 
(BWR: D356 x L 4，않0) 

포장용기 용기재질 304 stainless steel 

토-르1/셔 0 

열용량(kW) Max. 3.0(BWR: 2.0) 

허용온도C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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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est Area North(T AN)에 는 E-MAD와 유사한 목적 과 규모의 

대형 핫셀이 었다. TAN 시설특성은 표 22에 나타낸 바와 같다. 

1982년 미국정부에서 제정한 NWPA(Nuclear Waste Policy Act)에 

서는 DOE가 연방처분장과 함께 중간저장시설(MRS -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담 

당부서 언 OCRWM(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에서는 관련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1987년 DRCT(Dry 

Rod Consolidation Technology)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INEL 

의 감독 하에 EG&G사에서 수행하였다. 

DRCT 계획의 주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여 연료봉 

만을 밀집시켜 canister에 포장함으로서 부피를 %로 감소시킬 수 있 

는 기술을 시험하는데 있었다. 사용후핵연료 봉의 밀집포장은 이미 

BNFP 계획에서도 구상된 바 있으며， 저장공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 

부 원전부지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주로 수직형 장치시 

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DRCT는 MRS에의 응용을 최종목표로 

T없애 부속된 핫셀에서 수평식 장치를 설치하여 24개 PWR형 핵연 

료집합체 (W 15x 15)를 해체 밀집하여 밀집전 집합체의 크기와 동일 

한 127B canister에 성 공적 으로 포장하였다. 

3) PCDP 계획 

DOE에서는 INEL의 성공적인 DRCT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상 

용규모(750 MTU/y)의 사용후핵연료 밀집포장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PCDP(Prototypical Rod Consolidation Program)을 추진하였다. 이 계 

획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으며， 제 I 단계는 개념의 설정， 제 

H 단계는 장치의 설계， 제m단계는 장치의 제작 및 cold test, 그리고 

제 W단계 는 hot demonstration(TAN시 설 에 서 의 hot test)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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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INEL-T AN 시셜 특성 

구 분 주요내용 

취급 사용후핵연료 PWR 

건물규모(m) L53 x w16 x H22 

핫젤규모(m) Lll x w3 x H6 

시셜특성 2 remote controlled manipulator 

주요장비 
(1, 7 ton) 

2 periscopes 
(핫셀) 

5 viewing window 

(with 2 hand manipulator) 

포장특성 사용후핵연료를 해체하여 포장 

수송용기 수납 

포장공정 
수송용기하역준비 

~수/ ι~ 사용후핵연료 해체/포장 

주요공정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기에 적재 

기밀시험 (He) 

NFBC 압축(6:1) 

임시저장소로 이송 

크기 (mm) L212.5 x w212.5 x H4,300 
포장용기 

특성 
용량(rods)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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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P는 1986년에 착수하여 1993년에 제m단계가 종결되었으나， 

1990년대 초 미의회에서 MRS를 연방처분장 부지문제와 연계하는 

“li퍼‘age 조건”이 입법화되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제 N단계 계획 

은 취소되었다. 

나. 독 일 

독일은 1954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 

리하게 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에 추진하던 Wackersdorf 재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위탁재처리와 함께 처분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연구는 1981-1984에 걸쳐 후행핵연료주 

기 대안연구Centsorgung projekt) 차원에서 재처리 대안과의 비교연구 

가 수행되었다. 1985년 독일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여 1986년부터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중 처분관련 활동은 KfK를 중심으로 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부 

CBMFT)에서 담당하고， conditioning 관련기술은 전력회사의 주관 하 

에 1990년까지는 DWK사에 위임되었으나 그후에는 GNS사에서 추진 

하고 있다. 

독일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conditioning 기술실증을 목적으 

로 PKACPilot Konditionungs Anlage)를 Gorleben 부지에 건설하고 

있다. 이 시설은 미국에서 추진했던 사용후핵연료 밀집포장기술을 모 

델로 하여， 밀집포장된 사용후핵연료를 POLLUX라 불라는 처분용기 

에 담아 처분장으로 보내기까지의 일체의 기술을 실증C35 MTU/y)하 

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 

PKA 시설은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건설공사로서 세계적으로 특이 

한 핫셀 건설공사이다. 이 시설은 “ T" 자 형 배치를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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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수납저장과 포장후의 POLLUX 용기 취급작업을 같은 

구역에서 할 수 있고， 밀집포장작업은 “u" 자로 돌아오게 설계되어 
았다. 또한 “T" 자 핫셀의 외부방사선 구역을 두꺼운 외벽으로 다시 

격납하여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이하다. 

PKA시설의 개념은 독일이 국가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추진하던 1981년부터 개발이 착수되었다. 개념개발 착수당시에는 국 

가정책인 재처리의 대안으로서 재처리의 경제성이 없는 사용후핵연료 

나 재처리후의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을 위한 전처리 실증시험시설 

로서 고려하였던 것이 1986년에 가서야 현재의 PKA 개념인 35 

MTU/y 규모의 설증시셜로 개념이 정립되었다. 

1986년에 본격적인 개념셜계를 착수하였고 1988년에 기본셜계를 착 

수하였으며， 독일이 공식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셜의 건셜계획 

을 포기한 1989년에는 정부로부터 건물건설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여 

1990년에 건설공사가 착수되었다. 현재 약 90%의 공사 진척률을 보 

이고 었으며， 1999년 상반기 중에 hot commissioning에 들어갈 예정 

이다. 

본 사셜은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 후보부 

지로서 부지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Gorleben 처분장의 인근에 위 

치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는 Gorleben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과 동일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1980년대초 개념정립단계에서는 당시 독일의 재처리 전담회사인 

DWK의 주관 하에 프로젝트가 수행되다가 독일의 자국내 재처리 포 

기로 DWK가 해체되면서 PKA시셜의 건설 및 운영책임이 GNS로 이 

관되었으며 현재 건셜 및 운영책임은 GNS의 자회사인 BLG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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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목적 및 기능 

PKA 시설은 현재까지 개발된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 처 

분을 위한 전처리기술의 종합적인 실증시험 및 향후 상용화 시설 건 

설에 대비한 기술개선 및 최적화를 위한 파일롯규모 처분전처리 시험 

시설이다. 본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납，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해체， 밀집화 및 밀봉포장， 그리고 저장 및 처 

분대상폐기물을 POLLUX cask에 적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시설의 특성은 표 23에 나타낸 바와 같다. 

2) 시설 및 공정 개요 

PKA시설은 Gorleben의 BLG site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부지 

면적은 약 3.5 에이커로， 사용후핵연료 전처리를 위한 주건물과 전력 

공급건물， 유틸리티공급건물， 그리고 우수를 수집하기 위한 수조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주건물 규모는 길이가 61 m , 너비가 51 m , 그리고 

높이가 23 m로서 건물 중앙에 대형 핫셀이 위치하고 있으며 굴뚝높 

이는 60 m로 되어 있다. 

주건물은 그림 38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 핫셀구역， 그리 

고 양측에 각각 수송용기 구역과 사무실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핫셀의 지하부분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사용후핵연료의 염시저장 피트로 구성되어 있다. 핫셀은 경제성을 고 

려하여 1.5 m 두께의 보통 콘크리트로 건설되었으며， 비행기의 추락 

에 대비하여 핫셀 전체 계통을 다시 1.5 m의 콘크리트 벽으로 보호하 

도록 되어 있다. 

수송용기에 적재되어온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준위폐기물 유리고화 

체는 캐스크 외부제염， 가스 venting 및 냉각， 결함핵연료 폰재여부 

분석 등 적절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docking ring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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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독일 PKA 시설 특성 

구 1 Hr 세부 내용 

시설명 Pilot-Konditionierungs-Anlage 
(PKA) 

;{:二T。r-;ζ「 GNS (BLG) 

시설 
G(료1o，5rl0 소e0b와e Mn중T간 L퍼1저cMh장o용w시량설 D의파ann 사 동en용일b책e부rQ지연) 부지 

건물 건설 1990 - 1999 

농축도 4 %'성πJ 

핵분열성물질비 3.4 % Pu(fissionable) (mixed oxide) 
PWR 

연소도 55 GWψMT퍼M 

최소냉각기간 3 년 

농축도 4% 강:u 

핵분열성물질비 3.4 % Pu(fissÎonable) (mixed oxide) 
사용후 BWR 
핵연료 연소도 40 GWd!MT lliM 
설계 
~누.AJ 최소냉각기간 3 년 

농축도 93 % 정:u 

HTR 연소도 160 GWd/MT표IM 

최소냉각기간 1 년 

연소도 100 GW d!MT ffiM 
FBR 

최소냉각기간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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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독일 PKA 시셜 특성(계속) 

구 분 세부 내용 

용량 35 MTlliM/y 

임시저장 용량 
- #1: 6.4 MTIHM 
- #2: 5.4 MTIHM 

부지규모 3.5 ha 

시셜 - 최종처분캐스크에 사용후핵연료를 
셜계 밀집하여 포장 

특성 
기능 

- 방사성폐기물의 포장 
- 방사성폐기물올 수송용기로부터 
저장/처분콘테이너로 이송 

- 수송 및 저장 캐스크의 유지보수 

- 길이: 61 m 

건물 
- 폭: 51 m 
- 높이: 23 m 
- 용적: 65，α)() m3 

캐스크 취급 
캐스크 제염 및 유지보수 

구역 

깐τ그
1 돋 o룬 

핫젤 
- 형상: T-형 

배치 - 용적: 3,750 m3 

부대시셜 
- Utilities supply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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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이 :TB 맘I홉'Ioi1"O 

A2 :TB Pr흩빼~ 

A3: 막::tJ..UX V.셜~ 

þ,4: 싸"e' 'Ta o;mn 

81 ~ TB llri:ødra 
E2 :BE 뼈~~ 
~SOI쩍jII O 

B3 :BE αST*11tQ 
E씨 : (ðiSlflr & 양영훌I l，.cIØrQ 
BS' car훌얄 & 당훌lletru에erηS!I:n 

8껴er SJt<iga 111 
B6:f'Q.UIX. 따에ro & Q;I~rg 

그렴 38. PKA 시셜 

1. 혀엌일 

2. 쩍 DI 일 
3. ôl iI얻 

5. 유지보수얻 

6. 운영일 
9. 운송린 
10. Interventlon Room 

4. 메기를처리톨 
7. 왼흥저장고 
8. AlrLock 

11. HP 힐 
12. 얼써l탁일 

a훌뭘 T~Q빼빼 
- 않~ FUeI A짧V앨@휠 
- M ficiI-airl geeìi;n 
c::그 QIr흩118' 양디 흩썰훌 
.C=:J 없.lU( boI!i때 
톨를 f'O,.Ll.Þ< 빼(1m 

E강;:;] ψ홉rf~tte~훌eman rzzzm VI빼 irHt흩 ()ru피 많X 

배치도. 

13. 액체 111 기를저장고 17. 용기준비구역 
18. 때기를 저장고 
19. 며기를 처리구역 
20. 시힐린리구역 
21. U엔IIty 공급일 

14. 용기염읍훌 
15. Truck Bay 
16. 용기하강일 

그림 39. PKA 시 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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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하역준비가 완료된 수송용기는 140톤 용량의 크레 

인으로 들어 올려 하역을 위한 225톤 trolley에 적재한다. 자체 이동 

및 인양 동력을 갖고 있는 이 trolley에 의해 수송용기 접합부위까지 

이송된 수송용기는 trol1ey의 자체 동력에 의해 수납 셀에 접합된다. 

이 때 수송용기 와 하역 셀과의 기 밀을 유지 하기 위 해 inflatable seal이 

사용된다. 접합이 완료되면 수송용기의 뚜껑을 제거한 후 수송용기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집합체 혹은 고준위폐기물 유리고화체를 핫셀 

내부로 하역한다. 찾셀로 수납된 사용후핵연료집합체는 연소도 측정 

둥 필요한 검사를 수행한 후 lag storage pit에 임시저장 되거나 밀집 

/밀봉포장을 위하여 다음 핫셀로 이송된다. Lag storage pit의 냉각은 

closed circuit convection cooling 방법을 채택하고 었으며 이를 위해 

건물 상단에 100 % x 2 sets의 열교환기가 셜치되어 었다. 

핵연료 이송시 수납 젤과 밀집포장 셀간의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지하 셀을 통한 double air-lock 시스템을 이용한다. 밀집/밀봉포 

장 공정은 먼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상단노즐을 제거한 후 핵연료 

봉을 집합체로부터 row by row로 추출한다. 임시저장 캐니스터에 넣 

어진 핵연료봉은 역시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셜치된 casslOn에 

접속되어 clean cell ~ cassion내에 었는 처분용 캐니스터에 멀어 넣는 

다. 밀집된 핵연료봉을 담은 캐니스터는 1차 뚜껑올 bo1ting 한 후 핫 

셀하부에 접합된 저장/처분 겸용 POLLUX cask에 적재한다. 

POLLUX cask는 그림 40에 나타낸 바와 같이 repository container 

와 shielding container로 구성 되 어 었다. Repository container는 안전 

을 위하여 이중뚜껑으로 되어 었으며 1차 뚜껑은 cassion내에서 볼트 

로 밀봉하고 2차 뚜껑은 캐스크 접합실에서 나와 따로 설치된 캐스크 

반출을 위한 준비실에서 용접하여 밀봉한다.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준 

위폐기물 유리고화체를 장전한 POLLUX cask는 반출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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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수행한 후 인접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로 이송되어 처 

분장이 운영될 때까지 임시로 Gorleben site에 저장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제거한 집합체구조물은 500톤 프레스로 8:1로 압축 

처리하며， 역시 처분용 캐니스터에 멸봉한 후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POLLUX cask에 적재하여 저장 혹은 처분하게 된다. POLLUX cask 

의 기본개념은 처분용 캐니스터 5개를 적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 

로 8개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밀집하여 4개의 캐니스터에 넣고 이 

때 발생하는 NFBC 8개를 압축하여 1개의 캐니스터에 밀봉하여 넣도 

록 되어 있다. 

POLLUX cask는 수송， 저장 및 처분 겸용의 용기로서 처분장의 수 

직 hoist system의 한계하중인 85톤을 고려하여 65톤으로 셜계되어 

있다. 또한 열하중은 20 kW로서 107H 의 PWR 혹은 307H의 BWR 집 

합체를 적재할 수 있으며， 수송용기 중앙의 온도는 370 .C , 캐스크의 

용도는 155 .C 로 셜계되어 있다. 

그립 40. POLLUX cask 적재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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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특성 

PKA 시설의 특정은 지금까지 개발된 첨단의 원격기술과 더욱 

강화된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되는 최신의 시설이라 

는 점이다. 가장 많은 핫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시설이 1970년대 이전에 건설되었다. 1980년대 들어 새로운 개 

념의 핫젤이 시도된 바는 있으나 모두 개념설계단계에 머무르고 있 

다. 따라서 최신의 원격조작/원격유지보수 개념을 적용하여 건설한 

실제 예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PKA시설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차세대관리기 

술실증시설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여 우리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참고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수납되는 사용후핵연료 

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며 핫셀 내 

부에서 수행되는 집합체 시험， 핵연료 집합체 해체， 핵연료봉 밀집/밀 

봉포장 및 반출， 2차 폐기물 처리 둥이 규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 

나 공정면에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공정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이 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원격조작 및 유지보수 개념， 방사선안 

전관리기준 등의 개념이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차세대관리기술 실증 

시설의 개념 확립에 큰 도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스웨덴 

마국 외에 대표적인 처분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 

다. 스웨멘 의회는 1977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입법에서 원전이 사 

용후핵연료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는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 

다. 이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SKB를 설립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 

을 위 한 KBS(Kam-Bransle-Sakerht) 계 획 을 수 립 , 추진 하고 있 다. 

1983년에 수립된 KBS-3 계획은 사용후핵연료의 conditioning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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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시설의 개념을 설정하고 건설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었다. 

한편 Studsvik 연구소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conditioning 연구의 일환으로 AMOS 계획을 80년대에 추진하였다. 

AMOS 계획에서는 Studsvik 연구소의 PIE용 핫셀 시설에서 약 2.2 

MTU의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처분용기에 포장하는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2. 기존 공정 및 기술분석 

가. 대형 취급시설 

미국에서 60년대에 건설한 E-MAD 및 TAN 등은 본래 핵추진 

엔진 등의 대형장치를 원격 취급할 수 있는 초대형 규모의 차폐시설 

로서 핵추진 계획의 중단으로 방치되어 오다가 근래 사용후핵연료 취 

급실증 및 TMI 사고 분석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수송용기를 대형 핫셀 내로 직접 반입할 수 있는 출입 

rail이 설치되어 었으며， 중량 취급 설비에 의해 핫셀 내에서 수송용기 

와 내용물의 출하 및 조작이 가능하다. 대형 차폐실 옆에는 보조 핫 

셀들이 부속되어 있어 소형 대상물의 반입 취급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세계 주요 차폐시설 현황 및 국내외 기술현황은 표 24와 25에 나타 

낸 바와 같다. 

나.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시설 

재처리 시설에서 저장된 연료를 꺼내어 기계적 전처리(분해， 절 

단 등)를 위한 차폐실로서 거의 모든 재처리 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시설이다. 상용재처리 시설에는 차폐실 구조가 절단 전용으로 

설계되어 용해 핫셀의 상부에 길이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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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세계 주요 차폐시셜의 현황 

구분 
소재지 

규모 

시셜명 (벽두께， m) 
(준공 년도) 

비 고 (현 황) 

매질 

미국 43x20x23 
·본래 NERVA 계획 

대형 
E-MAD Nevada (1.8) 

으로 건설 

장치 
(1969) 공기 

-1978-1981 사용후 
핵연료 포장 시험 

조렵 
미국 Idaho 

5Q x 15.3X 17 -E-MAD와 유사한 

TAN 
(1969) 

(2.1) 용도로 건셜 

공기 -TMI 부품 취급중 

서독 12x6x7 - Pilot 재처리 전처 
WAK Kalsruhe ( ? ) 리장치 시험 

(1970) 공기 ·현재 운영중 

재처리 일본 통해 
25x5.6X5.8 ·소규모 상용재처리 

전처리 
동해공장 

(1974) 
( ? ) 전처리 
공기 ·일부 보수중 

영국 36x5.6X5.8 ·상용재처리시셜 
B-201 Sellafield ( ? ) 전처리 

(1964) 공기 ·현재 개수중 

미국 Idaho 
14.8 x 4.5 x 6.3 • 고속로(FBR- II) 

HFEF!N (1964) 
(1.5) 연료해체(전처리) 

공기 ·현재 개수중 

고속로 표랑λ 13.9 x 6.5 x 9.3 • 고속로(PHENIX) 

연료 CEI Ma따rcoule (1.2) 
연료 해체 

해체 (1973) 공기/질소 
• 후속재처리 pilot 
또는 PIE 시셜수송 

PER 영국 11.5 x 2.4 x 4.2' - 고속로(PER) 
fuel Dounrey (1.4) 연료 해체 
cave (1979) 고。 71 ,-후속재처 리 pilot 

시설에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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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세계 주요 차폐시설의 현황(계속) 

소재지 
규모 

구 분 시셜명 (벽두께) 비 고 (현 황) 
(준공년도) 

매질 

미국 30.5x9x7.5 - EBR-II 고속로 
HFEF.π、T Id삶10 (1.2) 연료 해체 검사 

(1971) Ar ·현재 운전중 

고속로 미국 30.5 x 12.2 x 17 -HFEF!N와 유사 
연료해체 FMEF Hanford (1.5) 기능 및 배치 
및 검사 (1978) 공기 ·현재 미가동 

일본 31.5x 6x7 
FMF 0않ai (1.1) ’l 

(1978) 질소/공기 

미국 
·원격조작 cold 

ROMD 
Oak 20.1 x 18.3 x 15 

test시셜 
Ridge open room 

·현재 운영중 
원격조작 (1963 ?) 

미국 
37x17X? -EMEF 검증시설 

HCVF Hanford 
(1977) 

open room ·현재 가동 정지 

·개념설계후 계획 

MRS 미국 
초대형 기 ~7;δj 

차폐구조 -PCDP(TAN)에 서 

cold test 계획 
사용후 

독일 대형 
·미국 MRS와 

핵연료 Entsorgung 유사 
저장처분 KfK 차폐구조 

·개념셜계 완료 
시설설계 

Pilot 
독일 

·사용후핵연료 

conditioning Pilot 규모 포장 처분시험 

facility 
DWK 

·개념셜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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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내 · 외 기술수준 

구 분 기 술 }‘ 
끼-

.;;<. -.-
‘-

국외 

·원자력의 종주국으로서 방대한 전문인력과 체제 

구비(행정관료， 연구소， AIE, 대학 동) 
·원자력이 사양화되고 있어 많은 관련시설들이 해 

미국 | 체대상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종사자들도 퇴직 또 
는 전직하고 있음. 

즈;:'01 ...., ~ 

스웨덴 

-DRCT, PCDP 등 사용후핵연료 취급 관련기술 
상위급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유럽의 대표적인 원자력 

국가임. 
-1980년대 재처리를 포기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분분 

야에서 스웨덴에 이어 대표적인 기술개발 추진국 
가로 부각되고 있음. 

-PKA 시셜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술실증시셜로 
서 1999년 가동목표로 건설중. 

•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 
으나 원자력을 동결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정책을 추진중. 

-SKB의 KBS-3 project와 관련하여 사용후핵 연료 
처분을 위한 기술개발을 한 바 있으나 H!W는 많 
지 않음.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스웨덴에 비해 원자력기술이 전반적 

으로 뒤져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분 
야는 더욱 미개척 분야임 . 

• 그러나 1980년대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각종 조 
국내 | 사연구작업과 일부 연구시설의 운영경험으로 적지 않은 기 

술을 파악하였음. 

·사용후핵연료 취급관련시설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현황조사와 특히 l없0년 “사용후핵연료 기술개발시설” 

의 개념설계를 수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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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공장 및 독일 WAK 공장 등 비교적 소형시설은 pilot적인 성격 

때문에 범용적인 기계처리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동해공장과 WAK 공장의 경우 경수로 연료집합체를 수평방향은 

물론 수직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 차폐실 공간으로 설계되어 공장 내 

가장 큰 차폐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기계 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해 원 

격조작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다. 기타 차폐 시설 

대부분의 PIE 시설이 이 유형에 속하며 시설규모 및 설계는 취 

급 대상물의 특정과 작업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대체로 Na 취급을 

동반하는 고속로연료 취급시설 및 연료의 파괴검사 등의 작업을 필요 

로 하는 시설에서는 시설 안전을 위해 불활성 기체 (N2， Ar, He 등)를 

순환시키며 그 외에는 공기식이다. 

대 표적 인 시 설 로는 ANL - West(Id하lO)의 HFEFIN , Westinghouse

Hanford의 FMEF 일본 PNC Oarai의 FMF 등이 았으며 고속로 연 

료 취급용이다. 

이 대표적인 시설 (HFEF찌， FMEF, FMF) 블은 유사한 설계 개념 

을 채랙하고 있으며， 실제로 먼저 건설된 HFEF !N(l971년)의 설계 개 

념을 FMF 및 FMEF에도 적용하였다. 이들은 다목적 다단 셀 개념을 

채택하여 대부분의 주요 장치를 주차폐실(main cell)에 설치하고 이 

보다 적은 규모의 제염 및 유지보수실(decontamination & 

maintenance)을 인접시킨 배치를 이루고 었다. 

HFEF!N, FMF, FMEF의 유사한 양상블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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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폐실 배치 

단일 차폐실 (single cell) 개념을 채택하여 커다란 주차폐실에 대 

부분의 주요 장치들을 설치하고 옆에 제염/유지보수실을 인접시켜 장 

방형의 차폐실 배치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특정은 차폐실 주 

변이 모두 작업구역 (operating corridor)으로서 차폐벽 외부에는 차폐 

창 및 M/S manipulator 등이 핫셀내 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해 배치되 

어 있다(표 26 참조). 

장치의 유지보수 작업은 제염/유지보수실에서 제염 작업 및 원격유 

지보수 작업을 실시한 후 좀 더 세부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할 때는 천 

장 hatch를 통하여 차폐실 윗 층에 마련되어 있는 보수실에 보내어 

원격 또는 접촉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있다. 

2) 취급 대상물의 이송 

취급 대상물은 크게 연료 및 장치(또는 부품) 등이며 이들의 반 

출입 및 차폐실간 이동을 위해 여러 관통부(penetrations)가 마련되어 

있다. 연료의 반입은 수송용기를 수납한 후 차폐실 하부에 마련된 

tunnel을 통해 차폐실 입구로 옮겨져 차폐실 내로 반입된다. 주차폐실 

과 제염/보수실간의 장치 또는 부품의 이송은 양 차폐실간 벽 근처에 

마련된 전송구(transfer port)를 통해 하부에 준비되어 있는 이동 cart 

를 이용한다. 제염/보수실 상부에 배치된 warm shop(접촉식)으로 통 

하는 Hatch는 제염/보수실에서 더 이상 원격 유지보수가 어렵거나 폐 

기해야 할 장치 또는 부품을 반출할 때 사용한다. 이 hatch는 이와 반 

대로 새 장치를 차폐실내로 반입시킬 때도 사용된다. 작은 부품의 반 

입은 차폐벽에 마련된 소형관통구를 이용한다. 차폐실내 연료의 이동 

은 대체로 양 벽면을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된 각종 장치들로 이어지 

는데， 연료의 저장은 주차폐실 중앙에 마련된 pit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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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차폐실 배치 개념 비교 

배열 장 점 단 점 시 셜 

• 배열이 간단함. 

• 공용원격 장치 (crane 
직선| 

등) 사용. 

• 시절의 작업 동원 I • Hanford 

율 적음 I PUREX 

• 차폐공간의 활용율 I • 연구시설 

평행 l 

낮음. 

• 젤의 폭/길이 비율 I • 직선배열보다 원격 I • SRL 
이 적읍. 

·작업위치간의 

가 짧음. 

장치수 많음 I • ICPP 

거리 I .두 선간의 작업자 I • AGNS 

이동 불편. • EXXON 

·작업물을 좌우로 분 • E-MAD 
.PNL 리 가능 I • 작업자 이동불편. 

직교 I • 차폐공간 접근율이 I • 원격조작 crane의 • NFS 
비교적 좋음. service 공간 감소. 

·차폐공간 접근율이 I . 차폐벽에 시설장치 I • EBR- II 

원형! 
용이함. 공간이 적음. 

·불활성기체 등의 밀 

폐공간에 유리. 

• 긴 작업물(PWR 핵 • 작업자의 상하이동 ·대부분의 

연료 등)의 취급이 불편. 상용 전처리 

층| 용이. 시셜 

• 원격장치의 수직 이 

동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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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속 설비 및 기타 

이 대형차폐 시설들은 본래 대형연료(특히 고속로 연료집합체 

및 연료봉) 및 장치 취급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편 검사 등의 오염 

성 물질 취급은 별도의 소형 차폐실에서 수행된다. HFEF찌 및 FMF 

의 경우는 연료봉을 담아 별도의 시설로 운송하며， FMEF의 경우는 

아래층에 마련된 파괴검사 차폐시설로 직접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HFEF찌와 FMEF에는 TRIGA형의 소형 시험로가 차폐실 밑 

에 부속되어 있어 neutron radiography 동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었다. 

3.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설 개발 

1980년대 초 건설된 PIEF는 우리나라 핫셀 시설의 효시가 되었으 

며， 199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부속시설로서 lMEF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핫셀 면적이 협소하고(PIEF; 10평， 

IMEF; 40평)， 층고가 낮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취급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차폐능이 부족하여 고방사능 핵물질의 취급이 불가능하므 

로 연구 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1988년 제 221 

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기술개발시설의 건설을 의결하여 

1990년 개념설계를 완료하였으나[302] 엄해부지 확보의 실패로 사업 

이 유보되어 오다가 1996년도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정보완 

시점에서 시설의 기능 및 활용목적을 수정보완한 후 대덕부지에 차세 

대관리기술 실증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1997년부터 설계에 재착 

수하게 되 었다[303].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후행핵연료주기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험/실 

증할 수 있는 pilot규모 시험 및 기술 실증을 위한 시설로서 현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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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중인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기술， 사용후핵연료 이용기술 

(DUPIC 핵연료개발 포함)，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을 위한 전처리기 

술， 장수명핵종 소멸처리 전환기술， 원격취급/제염/보수기술 등에 활 

용될 수 있다. 기존시설과 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설의 차이점은 표 

z7에 나타낸 바와 같다. 

가.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기술 설증시설은 현재 결정된 공정 뿐 

만 아니라 향후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다양한 공정의 실증시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으므로， 핫셀의 배치， 핫셀 

내 원격조작설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및 처리설비， 유틸리티 공급 

설비 및 화학분석 설비 퉁의 설계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고려하였다. 

일반 설계요건으로는 안전 여유도를 충분히 고려한 실증된 기술의 

적용， 환경에의 영향 최소화， 공중의 건강과 안전보장， 안전성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성， ALARA 원칙의 적용， 그리 

고 적절한 용량의 시설내 임시저장용량 확보 및 핵물질보장조치 등을 

고려하였다. 시설 설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파괴시험을 수행하는 

공정 젤과 오염가능성이 적은 셀은 상호 분리， 셀 간의 오염물질의 

이송을 위한 double confinement 개념의 도입 그리고 오염물질의 이 

송경로 단순화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 내에서의 오염확산을 최소 

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제한치를 10 

mSv/y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접촉 유지보 

수 작업을 배제하고 원격조작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으 

며， 이를 위한 원격 유지보수 셀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의 수납준비 공정은 그 빈도가 낮아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작 

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개념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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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기존 시설과 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설의 차이점 

구분 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셜 기 존시 셜(PIEF페1EF)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 핵연료봉 및 조사재료의 

기능 수납/해체， 밀집화/파괴 조사후시험 

시험/멀봉포장 및 저장 

취급 가능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 사용후핵연료 봉 수개 

핵물질 수개 

차폐 cell · 헤비콘크리 E: · 헤비콘크리 E: 80-120 cm 

벽두께 120-150 cm · 납셀: 15-20 cm 

방사능 
. 190 PBq 이상 

. PIEF : 최대 1.9 PBq 

차폐능력 . IMEF :최 대 37 PBq 

차폐 cell 
· 최대 10m 

. PIEF : 최대 3.5 m 

높이 .IMEF: 최대 6m 

차폐 cell 
. 506 mZ (약 150평) 

. PIEF: 35 mZ
( 약 10평 ) 

면적(공정) . IMEF: 138 m2
( 약 40평 ) 

유지보수 ·핵연료수송용기:원격 ·핵연료수송용기:접촉 

개념 · 기기유지보수: 원격 · 기기 유지보수: 접촉/원격 

2차폐기물 ·다량의 고·중·저준위 · 소량의 중 · 저준위폐기물 

처리능력 폐기물 저장/처리 저장/처리 

가동 
. 2008년(예상) 

. PIEF : 1987년 

개시년도 .IMEF: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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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설의 설계에서 고려한 시설기능 중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의 밀집/밀봉 포장공정 및 DUPIC 연료 제조공정은 지금 

까지 개발된 연구결과 및 개념설계 결과를 근거로 하였으며， 또한 우 

리와 유사한 공정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 PKA 시설의 경험을 참조하 

였다. 그러나 향후 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핫셀 내 공정 

장치의 설치， 교체 및 개수가 용이하도록 모든 핫셀 내 공정장치는 

모율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시설은 기존의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건설되므로 시설의 안전 

성과 관련된 유릴리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설로부터 공급받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또한 기존의 중앙 방사성폐 

기물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기존시설에서 수납 

및 처리가 불가능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만 본 시설에 별도의 처리 

및 저장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나. 주요 설계기준 

본 시설은 원전에서 발생된 PWR 및 CANDU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를 수납하여 비파괴 및 파괴시험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 

은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설계 기준은 표 28에 나타낸 바와 갇다.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의 수납 및 반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하역， 검사 및 염시저장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봉의 밀집포장 

·사용후핵연료 봉의 절단 및 탈피복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핵물질 계량 및 분석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 

• 핵연료봉의 건전성시험 

·원격취급기술 및 방사선감시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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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기술 설증시설의 주요 설계기준 

구 τ 님!:" 세 부 내 용 비 고 

부지 
원자력연구소 대덕 

부지 

초기농축도 5 wt % 

기준 
핵연료 연소도 

50，α)() MWD/tU CANDU 원자로 사용 

(PWR) 
(집합체기준) 

후핵연료의 수납도 
고려 

최소냉각 

기간 
5 년 

기준 수송용기 
KSC-4 
(4 PWR 집합체 용량) 

육로수송(일부개조) 

시설 수납용량 20 MTU/y 
밀집포장: 10 MTU/y 
DUPIC연료:10 MTU/y 

임시 저장용량 28 MTU 
밀집셀: 8 MTU 
포장셀: 20 MTU 

시설 수명기간 40 년 

작업종사자 피폭 
10 mSv/y 

과기 부 고시 제96-35 

제한치 제한치의 1/5 

일반대중 피폭 과기 부 고시 제96-35 

제한치 
1 mSv/y 

제한치의 1/5 

자연재해(지진) 
0.2 g(수평 ), 0.13 g(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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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 흐름 

시설의 공정흐름은 시설의 기능， 핵심 공정의 선택 및 시설의 배 

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운전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과 안전 

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시설의 개략적인 공정흐 

름도는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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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설의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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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적재되어온 수송용기는 트럭베이에서 방사선안전검사를 수 

행한 후 충격 흡수체를 해체하고 하역준비실로 이송된다. 하역준비실 

에서는 수송용기 냉각 및 검사계통에 연결하여 불활성가스를 수송용 

기 내부로 순환시켜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킴과 동시에 결함핵연료 

유무를 검출한다. 이어 수송용기 외부뚜껑을 해체하고 내부 뚜껑의 

볼트를 제거한 후 도킹 링을 설치한다. 하역준바가 완료된 수송용기 

는 dolley에 적재하여 consolidation cell의 하부에 설치된 사용후핵연 

료 하역위치로 이송하여 핫젤에 접합시킨다. 

찾젤 플러그를 열고 젤 크레언을 이용하여 하역한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는 임시저장 핏트에 저장하거나 집합체 검사장치에서 연소도， 핵 

연료 제원 측정 및 외관검사 둥을 수행한다. 검사가 완료된 핵연료집 

합체는 집합체 해체장치로 이송하여 end fitting을 해체한 후 핵연료 

봉 인출 및 밀집작업을 수행한다. 핵연료봉 인출은 봉 단위 혹은 줄 

단위로 수행할 수 있다. 

인출된 핵연료봉은 시험 목적에 따라 각각 세 방향으로 이송된다. 

먼저 밀집포장을 위해서는 핵연료봉을 밀집용 trough에 수집하여 진 

동 충전방법으로 핵연료봉을 충전한 후 이 trough를 packaging cell에 

접합시켜 pushing device를 이용하여 핵연료봉을 packaging cell에 접 

합된 밀봉포장용기에 밀어 넣는다. 사용후핵연료의 파괴 시험을 위해 

서는 핵연료봉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pellet fabrication cell로 밀어 

서 이송시킨다. 전술한 두 경우 모두 젤 간의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서 핵연료봉의 이송시스템은 이중 confinement를 갖도록 설계한다. 

또한 핵연료봉의 정밀 건전성시험이 요구될 때에는 핵연료봉을 봉단 

위로 integrity test cell로 이송시킨다. 

핵연료집합체 해체에서 발생하는 구조체폐기물은 초고압압축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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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그 부피를 약 1/8로 감용한 후 방사성폐기불 처리계통으로 

이송한다. 

DUPIC 핵연료 제조공정에서는 핵연료봉을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 

후 decladding 공정， 연속 산화 · 환원 공정， 펠렛 제조공정， 연료봉 제 

조공정을 거쳐 CANDU 원자로용 핵연료다발을 제조한다. 여기서 제 

조된 핵연료다발은 packaging cell로 이송되어 적절한 포장 및 검사공 

정을 거친 후 저장 pit에 임시저장하거나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에 적 

재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적재후의 반출작업은 수납 및 하역작업과 

거 의 유사한 절차를 갖는다.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핫셀의 상부에 decontamination and 

maintenance cell이 위치한다. 모든 셀에서의 고장 장비는 핫셀 상부 

에 위치한 해치를 통해 D&M cell로 이송하여 여기에서 원격으로 보 

수작업이 수행되며， 원격 보수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때는 

적절한 제염과정을 거친 후 warm shop으로 이송하여 접촉 보수작업 

을 수행하게 된다. 

핫셀에서 발생하는 공정폐기물 및 제염폐기물은 각각 그 준위 및 

특성에 따라 DUPIC cell의 지하에 위치한 폐기물 셀로 이송하여 압축 

및 고화 등 적절한 처리공정을 거쳐 시설 내에 임시 저장하거나， 동 

일 부지 내에 위치한 중앙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한다. 

핫셀 내에 있는 임시 저장핏트는 건식 볼트 저장개념을 채돼하고 

있으며， 자연대류 냉각에 의해 붕괴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화학분석이 펼요한 샘플은 공기 이송식으로 별도로 설치된 화학분 

석 셀로 이송하여 펼요한 화학적 및 물리적 분석을 수행한다. 

라. 시설 배치 

본 시설부지에는 중앙에 주 공정 건물이 위치하며， fir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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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유틸리티 공동구， 주차장， 도로 및 fence, 경비 건물 등이 포함 

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을 위한 캐스크 저장구역도 포함 

된다. 

주 공정 건물의 규모는 길이 77 m, 폭 50 m, 높이 22.3 m로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설된다. 여기에는 주 공정이 수행되는 핫셀구역， 

수송용기 취급을 위한 용기취급구역， 그리고 일반 실험실 및 유틸리 

티 설비구역을 포함하는 관리구역으로 구성된다. 그림 42 및 43에는 

주 공정건물의 1층 평면도 및 단면도를 나타내었다. 

핫셀은 원활한 물질 흐름과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자형으 

로 배치하였으며， 핫셀의 지하에는 사용후핵연료의 하역 및 적재를 

위한 수송용기 이송통로 및 접합실， 방사성폐기물셀 및 lag storage 

Pit이 위치하며， 주 공정셀의 상부에는 D&M cell 및 intervention 

area가 위치한다. 

마. 안전 고려 사항 

본 시설은 정상조업 조건은 물론 비정상 조업조건 하에서도 시 

설 내 작업종사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펼요한 모 

든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국내 관련 법령 및 기준， 그리고 

ICRP 권고사항을 준수한다. 작업종사자의 연간피폭선량을 10 mSv/y 

이하로 유지하고， 시설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을 유도한도의 1 % 이 

내로 유지토록 한다. 이러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설계에 

방사선 구역의 설정 및 방사선 차폐， 고방사능 지역에의 접근 통제， 

환기， 밀폐 및 오염제어 둥을 반영하며， 환경으로 방출되는 모든 유출 

물은 감시 및 제어계통을 통해 배출되며 적절한 펼터를 거쳐 방사성 

물질을 포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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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의 장비， 계통 및 구조물은 정상조업 조건일 때는 물론 자 

연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그 지정된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방 

사선적 중요도에 따라 안전등급 및 품질등급을 분류하고 각각의 등급 

에 요구되는 요건에 따라 설계한다. 또한 작업종사자의 피폭 최소화 

및 작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핫셀내 장비는 모률식으로 설 

계하여 설치， 해체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아울러 화재방호 

를 위하여 fire source 및 fire load에 따라 화재방호구역을 설정하고 

구역간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차단막을 설치하며， 화재 

방호구역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소화계통을 설치한다. 

본 시설은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므로 핵물질 보안을 위해서 이 

중울타려의 설치， 울타리에 침입감시 장비， 침입 경보기 및 보안등의 

설치， 시설 출입 통제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계통을 갖춘다. 또한 본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물질보장조치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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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향후 연구개발 추진방향 

한정된 재원은 방사선적 시험을 위한 고가 실험설비의 설치를 어렵 

게 한다. 따라서 국내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그것으로 불충 

분할 경우 유사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기관과 국제공동연 

구를 추진하여 오늘의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실질적인 확보차원에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압수한 기술자료와 경험 

을 바탕으로 방사선적 시험목적의 설비를 단계별로 국내에서 갖추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CIMF)의 관리체제하에 있는 우 

려나라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성과물의 산업화에도 적 

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 외 현 여건을 고려하여 [304] 도출한 각 세부과제별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개발 

시설보완을 위해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존 핫셀시 

설에서 방사선적 시험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제공동연구를 통 

해 이를 달성하되 이 과정에서 입수한 기술정보 및 경험을 토대 

로 하여 단계별로 국내에서 시험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2. 사용후핵연료 특성계량화기술개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 

토록 한다. 

3. 사용후핵연료 원격취급장치개발 

원격취급장치의 방사선영향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되 연 

구개발 성과물의 산업체 이전 및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한다. 

4.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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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되 대과제 

내 세부과제에서 기술수요를 지원토록 한다. 

그 밖에 한정된 연구비로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지만 사용후핵연료 

대상 기술실증을 위한 핫셀시설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속 

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보류된 사업을 조속히 재 착수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기술 실증시설을 적기에 확보토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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