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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 을 통해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리를 한 재원을 확보하기 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 사후처리충당 을 립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원

사후처리충당 의 성을 평가하기 한 평가체계를 개발 이다. 사용후핵연

료 리비용은 사용후핵연료 간 장, 구처분  수송과 련된 제반 비용을 포

함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수송과 련된 비용을 다루었다.  사용후핵

연료 수송비용 평가 기술을 랑스 AREVA TN사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을 평가하기 해서는 다양한 개념 설계 요건들을 결

정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실정을 반 한 자료를 생산하 다.

  발 소의 6기 원자로로부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특성으로부터 표 특성을 

결정하 으며, 원자로 수명 60년을 가정하여 사용후발생량을 측한 결과 총 7,2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상되었다.  발 소부지, 가상의 간 장시설  구처분시

설 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해상수송과 육로수송을 결합한 수송방법을 제안하 으며, 

해상거리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로거리  수송시간을 분석하 다.  이를 바

탕으로 수송 물량 요건을 제안하 다.  사용후핵연료 수송과 련된 법규를 검토하

으며, 수송 수단으로서 선박과 차량 특성을 제안하 다.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 평가를 해서 발 소 부지, 간 장시설, 구처분

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취 과 각 시설 사이의 수송 단계로 구분하여 수송에 필

요한 구성 요소들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송시스템에 한 개념을 설정하

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수송시스템 개념설정은 수송 로지스틱스 

분석을 통해 최종 으로 수송비용 평가에 이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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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KHNP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is collecting the 

provisions for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generat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MOCI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s developing an 

cost estimation tool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visions.  The cost for the 

spent fuel management includes the costs for the interim storage, the 

transportation, and the permanent disposal of the spent fuels.  The scope of this 

report is limited to the cost for the spent fuel transportation.  KAERI is 

developing a cost estimation method for the spent fuel transportation through a 

joint study with the French AREVA TN.  Several prerequisites should be fixed 

in order to estimate the cost for the spent fuel transportation properly.  In this 

report we produced them considering the Korean current status on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a spent fuel generated from the six 

nuclear reactors at the YG site were determined.  Total 7,200 tons of spent 

fuels are projected with the lifespan of 60 years.  As the transportation mode, 

sea transportation and road transportation is recommended considering the 

location of the YG site and the hypothetical Centralized Interim Storage Facility 

(CISF) and Final Repository (FR).  The sea route and transportation time were 

analyzed by using a sea distance analysis program which the NORI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supplies on a web.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hipping rates were determin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pent fuel transportation wer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portation vessel and a trailer were suggested.

  The handling and transportation systems at the YG site, Centralized Interim 

Storage Facility, and the Final Repository were described in detail for the 

purpose of the cost estimation of the spent fuel transportation.  From th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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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the major components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were determined 

for the conceptual design.  It is believed that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developed in this report will be used for the analysis of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the cost estimation of spent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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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 을 통해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리를 한 재원을 확보하기 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 사후처리충당 을 립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한 비

용은 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령 제279호에 의해 기존

의 충당  산식을 개정하 으며, 이 산식은 주기 으로 검토될 정이다.

  이를 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원 사후처리충당 의 정성을 평가하기 한 평

가체계를 개발 이다. 사용후핵연료 리비용은 사용후핵연료 간 장, 구처분 

 수송과 련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수송과 

련된 비용을 다루었다.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 평가에 있어 핵심 기술은 한 

수송 로지스틱스 분석과 합리 인 단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다[1, 2].  사용후핵연

료 수송 경험이 매우 부족한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희

학교와 함께 랑스 AREVA TN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핵심 기술을 도입하고

자 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련하여 수송비용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

결 사항을 알아보고 국내 실정에 맞추어 결정하 다.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을 평가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과 시나리오를 고려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

태에서, 수송비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 평가를 한 선결요건을 제시하

다.  사용후핵연료 발생 측량, 수송 방법, 해상수송 시 경로 분석, 수송시스템 

개념 등을 결정하여 제안하 다.

  국내에는 고리, 월성, 울진  , 4곳의 원자력발 소 부지가 있다.  이들 모두

를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 기술 도입 시 에서 비용을 이기 하여 

발 소만을 상으로 하 으며, 발 소에서 운  인 6기의 발 소 수명 동

안 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동해안의 가상 부지로 간 장  구처분을 해 

해상  육로 수송을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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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송시스템 설계 요건

1. 사용후핵연료 특성  발생량

국내에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곳의 원자력발 소 부지가 있다.  1차년도

에는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 평가 기술 도입이 목 이며, 이를 하여, 원자력발

소 부지 4곳  서해안에 치한 발 소를 상으로 수송비용 평가기술을 확보

하고 용하고자 하 다.   발 소에는 1986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하여 

재 총 6기의 가압경수로(PWR)가 가동 이다.  

6기의  원자로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용후핵연료가 사용되었거나 사용 이

다.  사용후핵연료에서는 매우 높은 방사선과 열이 방출되고 있어, 이를 수송하기 

해서는 별도로 설계/제작된 수송용기(캐스크, cask)를 이용하여야 한다.  수송용

기 제원의 결정을 해서는 사용후핵연료 특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1, 2호기

의 용량은 950 MWe, 3, 4, 5, 6호기의 용량은 1,000 MWe 이다.  수송용기 결정을 

한 표 사용후핵연료 특성은  3, 4, 5, 6호기로 결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 나타난 특성은 단일 핵연

료집합체의 특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핵연료 집합체 특성들  각 항목에 해당하

는 최 값으로 선정하여, 수송용기가 발 소에서 발생된 모든 사용후핵연료 집

합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 다.  

1990년  원자력발 소로부터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 이래 약 1,320 tU의 사

용후핵연료가 발 소 부지에 장되어 있다.   장 용량(1,600 tU)은 2008년에는 

포화할 것으로 상되며, 발 소에서는 2016년까지 장 용량을 2,700 tU 규모

로 확장할 정이다.   발 소에서 발생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측을 하여 

원자로 수명을 60년으로 가정하여 추정하 다.  측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17,000 다발(약 7,200 tU 해당)

의 사용후핵연료가 6기의 원자로 수명동안 발생할 것으로 상되었다.  사용후핵연

료 발생량을 측하기 하여 이용한 각 원자로의 가동 연도  사용후핵연료 방출

량 등을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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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송비용 평가를 해 설정한 사용후핵연료 특성

General data PWR

Fuel Type 16 x 16

Number of fuel rods per assembly 236

Assembly mass, kg (maximal) 672

Number of cycles 3

Duration of one cycle (in day) 460 EFPD

Duration between two cycles (in day) 50

Geometric data

Maximum total length, mm 4,528

Fuel data
Weight of initial heavy metal, kg 
(maximal) 486

Maximum Initial Enrichment (U235 %) 4.5

UO2 Density, g/cm² 10.440

Maximal diameter of pellets, mm 8.26

Fuel Cladding

Minimal outer diameter, mm 9.52

Minimal thickness, mm 0.57

Material Zry-4

Fuel rods

Volume of plenum, cm3 *

Initial pressure in plenum, bar at 20°C *

Structural Material
Cobalt 59 concentration before irradiation 
at top and bottom (ppm) *
Total weight of structural material (kg) *

Weight of top end (kg) *

Weight of plenum (kg) *

Weight of bottom end (kg) *

Material of top end *

Material of plenum *

Material of bottom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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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측에 이용된 원자로 조건

Reactor name Start of 
operation

Discharge rate 
(tU/yr)

Number of 
discharged 
assemblies 

(Ass/yr)

Maximum 
burnup 

(MWd/tHM)

U-235 
enrichment 

(%)

YG-1 1986 18.7 43.6 60,000 4.5

YG-2 1987 18.7 43.6 60,000 4.5

YG-3 1995 18.5 44 60,000 4.5

YG-4 1996 18.5 44 60,000 4.5

YG-5 2002 18.5 44 60,000 4.5

YG-6 2002 18.5 44 60,00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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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원자력 발 소 부지  가동  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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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발 소에서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2. 사용후핵연료 수송 방법

사용후핵연료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매우 강한 방사선과 열 때문에 용 수송용

기에 넣어 수송이 이루어진다.  강한 방사선 차폐를 하여 수송용기는 매우 두꺼

운 차폐재를 이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워 사용후핵연료 수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수송은 용 선박을 이용한 수상 수송과 철도나 용 차

량을 이용한 육로 수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원자력발 소 부지는 모두 해안가에 치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간 장 시설 혹은 구처분시설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치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캐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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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부분 100톤을 상회하고 있어, 교량 등이 많은 국내 도로 여건상 육로 수

송은 매우 짧은 거리를 제외하고는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발 소로부터 간 장시설까지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수송을, 간 장시설에서 

구처분시설까지는 차량을 이용한 육로수송을 가정하고, 수송비용 평가 방법을 확

보하고자 하 다.

3. 해상수송을 한 해로 결정

3.1. 해로 추정을 한 가정

  사용후핵연료를 선 한 용 선박은  근해에서 출발하여 동해안에 치한다

고 가정한 가 장시설 부지의 근해까지 이동한다.  수송 로지스틱스 분석을 하

여 용 선박의 항로  해상거리를 결정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법” 

제2조 5항에 속하는 방사성 물질로 “ 험물선박 운송  장규칙” 제2조에 의해 

험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운반 선박은 “ 험물 운박선박”으로 설

정하고, 유조선 운항 지구역 외 해로를 선택하여 항로를 추정하 다.  선박은 

INF-2  (혹은 INF-3 ) 선박으로 운항속도는 선속 13 ～ 15 노트를 가진다고 가

정하 다.  해상거리와 운송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www.nori.go.kr )에서 제공하는 해상거리 로그램을(그림 3 참고)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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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거리 로그램.

 

그림 4. 유조선항해 지구역과 항해경로(녹색-유조선항해 지구역, 색-추정 

항해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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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로 추정

  가. 서해안

     해도 “No.302 흑산군도에서 격렬비열도”(그림 5)와 “No.214 거문도에서 

흑산군도  제주도”(그림 6)를 참조하여 서해안 항로는 그림 7과 같이 추정하 다.  

그림 5에서 보면 항로는 법성포 부근을 시작으로 하여 안마도 북쪽을 경유하여 유

조선 운항 지 구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항해를 한다. 소흑산도 동쪽 해로까지 내려

와 추자도 북쪽으로 해로를 결정하 다. 

그림 5. 해도 No.302 흑산군도에서 격렬비열도.



- 10 -

그림 6. 해도 No.214 거문도에서 흑산군도  제주도.

그림 7. 해상거리 로그램을 이용한 서해안 항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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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해안

     해도 “No.214 거문도에서 흑산군도  제주도”(그림 6)와 “No.229 부산항에

서 거문도”(그림 8)을 참조하여 남해안 항로는 그림 9와 같이 추정하 다. 그림 4에

서 표시된 유조선 항해 지구역을 기 으로 하여 추자도 북쪽 해로부터  부산까지 

연결되는 해로를 결정하 다. 

그림 8. 해도 No.229 부산항에서 거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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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해상거리 로그램을 이용한 남해안 항로 결정.

  다. 동해안

     해도 “No.103 죽변항에서 부산항”(그림 10)를 참조하여 동해안 항로는 그림 

11과 같이 추정하 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부산으로부터 포항까지 유조선 운항

지 구역 외곽을 따라 연결되는 해로를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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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해도 No.103 죽변항에서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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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해상거리 로그램을 이용한 동해안 항로 결정.

3.3. 항로 거리  항해시간

     해도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거리 로그램을 통하여 개략 인 체 운행항로

는 그림 4와 같다. 해상거리 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7, 9, 11에 보여주는 해로에 

한 운항 거리와 선속 13knot와 15knot를 고려한 운항시간을 계산하 다.  그림 7, 

9, 11에 표시된 실선을 따라 계산된 총 항해거리는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764.3km로 계산되었으며, 선속 13knot와 15knot를 고려한 항해 시간은 각각 31시간 

40분, 27시간 24분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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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해상거리 로그램을 이용한 항해시간 계산 결과.

                    선속

 총 항해거리
13 노트 15 노트

764.3 km(  - CISF) 31시간 40분 27시간 24분

표 4. 운행 속도에 따른 소요 항해시간

 



- 16 -

4. 수송 물량 요건

  발 소로부터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양은 7,200톤이며, 발 소 내의 장용

량은 확장될 경우 2,200톤 규모로 상하고 있다.  구처분시설 운 이 발 소 폐

쇄 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자력발 소로부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를 장

하기 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국내 어느 치엔가 간

장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발 소 사용후핵연료를 한 간 장시설 규모를 

5,000톤 정도로 가정하 다.  이 간 장시설은 2016년부터 운 을 시작하고, 사용

후핵연료는 25년간에 걸쳐 수송하며, 간 장시설 내에 50년간 임시 장하는 것

으로 가정하 다.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 연간 수송량은 략 200톤 정도이다.  사

용후핵연료는 수송 에 최소한 7년의 냉각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

  구처분시설은 간 장시설로부터 30 km 정도 떨어진 곳에 치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보다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교량 혹은 터  등이 치할 가

능성이 있으며, 도로 주변의 주민들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육로 수송이 어려움

이 상되어 비교  가까운 거리에 치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구처분시설은 

2040년부터 운 할 계획이나 운  반에는 주로 CANDU 원자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며,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2066년부터 처분을 시작하여, 30년간(2095년

까지) 운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처분시설 운 이 시작되면, 발 소에 장되어 

있는 2,2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연간 200톤씩 간 장시설로 수송하는 것으로 가

정하 다.

5. 수송 련 법규

  사용후핵연료 수송과 련한 국내 법규는 IAEA ST-1 규정을 따르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규약 혹은 랑스 법규에 맞추어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 다.  

해상 수송의 경우 2001년 1월 1일 개정된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Packaged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on Board Ships (INF Code)를 참고하 으며, 육로 수송의 경우 European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egulation (ADR)과 랑스 규정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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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송 수단

  본 보고서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수송방법이 해상수송과 육로수송이므

로, 수송 수단으로서 용 선박과 용 차량을 검토하 다.  해상 수송을 한 선박

으로는 INF-2 혹은 INF-3  선박이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INF-2 선박의 

경우 총 방사능이 2 × 106 TBq 이하의 사용후핵연료 혹은 2 × 105 TBq 이하의 

루토늄을 수송할 수 있으며, 따라서 1회 수송 가능한 수송용기 개수는 사용후핵연

료 내 방사능 에 의해 결정된다.  INF-3 선박의 경우 방사능 제한은 없어, 많

은 용기를 1회에 수송할 수 있으나 선박의 가격이 높다.  INF-2  INF-3 선박의 

특성을 표 4에 비교하 으며, PNTL사가 보유하고 있는INF-3 선박을 그림 13에 나

타내었다.  표 5에는 PNTL 사의 사용후핵연료 수송선박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수

송 선박을 비교하 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후핵연료 수송선박의 규모를 추정

하 다.

  육로수송을 한 차량의 경우 랑스 원자력발 소로부터 재처리 공장으로 사용

후핵연료 수송을 해 사용하는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육로 수송시 1

개의 캐스크를 운반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형 인 차량의 크기는 길이 24 m, 

높이 4.7 m, 폭 3.1 m 이며, 최  재 량은 175 톤이다.  그림 14에 랑스의 차

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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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사용후핵연료 수송 선박 특성 비교

INF 2 INF 3

I. Activity

▪ < 2.10^6 TBq for irradiated nuclear fuel 
▪ < 2.10^5 TBq for plutonium

II. Damage stability

▪ If passenger shipPart B Chapter II-1 of 
the SOLAS Convention

▪ If cargo shipPart B-1 of Chapter II.1 of 
the SOLAS Convention

III. Fire Safety measures

▪ A water fire extinguisher system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I-2/4 of the SOLAS 
Convention
▪ fixed fire-extinguishing arrangements in 
machinery spaces of category A, as 
defined in Regulation II-2/3.19 of the 
SOLAS Convention,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I.2/7 of the 
Convention.
▪ Fixed cargo space cooling arrangemen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I-2/54.2.1.3 of the SOLAS 
Convention
▪ A fixed fire-detection and fire alarm 
system, protecting the machinery space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of 
Regulation II-2/13 of the SOLAS 
Convention.

I. Activity

▪ No restrictions

II. Damage stability

▪ Chapter 2 of the IBC Code, using the 
subdivision index Rinf=R+0.2(1-R)

III. Fire Safety measures

▪ Idem

▪Accommodation spaces, service spaces, 
control stations and machinery spaces of 
category A shall be fitted either forward or 
aft of the cargo spaces, due to regard being 
paid to the overallsafety of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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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사용후핵연료 수송 선박 특성 비교(계속)

INF 2 INF 3

IV. Temperature control of cargo spaces

▪Ambient temperature does must not 
exceed 55°C at any time
▪ Ventilation or refrigeration systems 
serving cargo spaces intended for the 
transport of INF cargo should be 
independent of those serving other spaces
▪Those items essential to operation, such 
as fans, compressors, heat exchangers, 
cooling water supply, shall be provided in 
duplicate for each cargo and spare parts 
should be available.

V. Structural consideration

▪ The structural strength of deck areas 
and support arrangements shall be 
sufficient to withstand the load which is 
to be sustained.

VI. Cargo securing arrangements

▪ Adequate permanent securing devices 
shall be provided to prevent movement of 
the package within the cargo spaces. Ship 
acceleration level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1.5g longitudinally
        1.5g transversely
        1.0g vertically up
        2.0g vertically down
▪Collision shocks shall be so arranged that 
they will not interfere or prevent cooling 
air flow which may be necessary.
▪Packages carried on the open deck or on 
a vehicle deck shall be sec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afe 
stowage and securing of heavy unitized 
and wheel-based cargo.

IV. Temperature control of cargo spaces

▪ Idem

V. Structural consideration

▪ Idem

VI. Cargo securing arrangements

▪ 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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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사용후핵연료 수송 선박 특성 비교(계속)

INF 2 INF 3

VII. Electrical power supplies

▪An alternative source of electrical power 
shall be provided so that damage 
involving the main supply would not 
affect the alternative source
▪The power available from the alternative 
source shall be sufficient to supply the 
following services for at least 36 hours:
the equipment provided for the flooding   
   and cooling arrangements and all 
emergency services required by the 
SOLAS Convention

VIII. Radiological protection

▪Depending on the INF cargo to be 
carried and upon the design of the ship, 
additional arrangements or equipment for 
radiological protection shall be provided if 
necessary.

IX. Management and training

▪ Idem
Depending on the government of the State 
whose flag the ship is entitled to fly.

VII. Electrical power supplies

▪ Idem

▪The alternative source shall be located 
outside the extent of any damage envisaged 
under chapter II. 

VIII. Radiological protection

▪ Idem

IX. Management and training

▪ 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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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사용후핵연료 수송 선박 특성 비교(계속)

INF 2 INF 3

X. Shipboard emergency plan

▪Every ship carrying INF cargo shall carry 
on board a shipboard emergency plan
▪ The plan shall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and shall be written in a 
working language or languages understood 
by the master and officers.
It must contain:
  ▪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by the 
master  or other persons having charge of 
the ship to report an incident involving 
INF cargo
  ▪ The list of authorities or persons to 
be contacted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volving INF cargo.
  ▪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ction to 
be taken immediately by persons on board 
to prevent, reduce or control the release, 
and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the loss, 
of INF cargo following the incident

  ▪ The procedures and points of contact 
on the ship for coordinating shipboard 
action with local and national authorities.
 ▪ If a ship is required to have several 
emergency plans, they must be combined 
into a single plan

X. Shipboard emer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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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국 사용후핵연료 수송선박 특성  국내 선박 특성 제안치

 

그림 13. 사용후핵연료 해상 수송 선박.  INF-3 선박 .  PNTL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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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사용후핵연료 육로 수송을 한 차량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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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송 시스템 개념 설정

  앞 장에서 언 한 수송시스템 설계요건에 맞추어 원자력발 소, 간 장시

설  고 폐기물 처분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취   수송에 한 개념을 설

정하 다.  본 장에서는 수송 시스템 분석보다는 운 과 련된 정성  분석을 수

행하 으며, 상되는 상황  련 설비를 분석하 다.

  수송시스템 분석은 발 소 부지, 발 소로부터 간 장시설로의 이동, 

간 장시설, 간 장시설에서 구처분시설로의 이동, 구처분시설, 5단계로 구

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넣은 캐스크의 취   수송을 설명하 다.cm2 ° odfa나러sdfksa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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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DESIGNATION DESCRIPTION COMPONENTS
FIG. 

#

YG SITE
Spent fuels in the spent 

fuel pool
Wet storage Spent fuel pool 00

YG SITE

Preparation and positioning 

of fuel assemblies prior 

to cask loading

Raise the lid and Move

open cask to loading 

position in the pool

Polar crane 01

YG SITE Loading of fuel assemblies

Loading the spent 

fuels from a pool into a 

transfer cask

Spent fuel 

handling crane
02

YG SITE
Preparation of a cask 

for transportation
Place a lid on a cask Polar crane

YG SITE
Cask movement out of 

the spent fuel pool
Remove from the pool Polar crane 03

YG SITE

Cask closure operations 

and load a cask onto a 

trailer

Loading the transportation

cask on a trailer
04

TRANS-1 Road transportation

Road transportation of 

the transportation cask 

from the YG site to a 

dock

Trailer(05) 05

TRANS-1
Loading casks onto a 

vessel
Gentry crane 06

TRANS-1 Sea transportation
INF-2 or 

INF-3 vessel

TRANS-1
Loading casks onto a 

trailer
Gentry crane 07

TRANS-1 Road transportation
Road transportation to 

the CISF
Trailer(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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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DESIGNATION DESCRIPTION COMPONENTS
FIG. 

#

CISF Reception of a transfer cask
Unloading the 

transportation cask

CISF
Internal transfer of loaded 

transportation casks

CISF

Unloading spent fuels from 

the transportation cask and 

loading of fuel assemblies 

into a storage cask

CISF
Internal transfer of loaded 

storage casks
09

CISF
Placing of storage casks on 

the CISF
09

CISF Storage for 50 years 10

CISF
Internal transfer of loaded 

storage casks

CISF

Unloading fuel assemblies

and loading them into the 

transfer cask

CISF
Loading the transfer cask

onto a trailer

TRANS-2 Road transportation

Road transportation

to the FR within 

30 km

trailer

FR
Reception of the transportation

casks
11

FR
Internal transfer of loaded 

transportation cask
11

FR

Unloading spent fuel assemblies

from the transportation cask

and loading of fuel assemblies

into a disposal canister

In a hot cell, Four 

assemblies in a 

canister

11

FR
Internal transfer of a loaded 

disposal canister
Special vehicle 11

FR
Placing a disposal canister 

into a deposition hole

Vertical 

displacement
Special vehicle 11

FR
Permanent disposal of 

spent fuels

Bentonite buffer 

and backfille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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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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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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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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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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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원자력발 을 통해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리 비용을 하게 평가하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 평가 기술을 랑스 AREVA TN사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을 평가하기 해서는 

다양한 개념 설계 요건들을 결정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실정을 반 한 

자료를 생산하 다.

  발 소의 6기 원자로로부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특성으로부터 표 특성을 

결정하 으며, 원자로 수명 60년을 가정하여 사용후발생량을 측한 결과 총 7,2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상되었다.  발 소부지, 가상의 간 장시설  구처분시

설 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해상수송과 육로수송을 결합한 수송방법을 제안하 으며, 

해상거리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로거리  수송시간을 분석하 다.  이를 바

탕으로 수송 물량 요건을 제안하 다.  사용후핵연료 수송과 련된 법규를 검토하

으며, 수송 수단으로서 선박과 차량 특성을 제안하 다.

  사용후핵연료 수송비용 평가를 해서 발 소 부지, 간 장시설, 구처분

시설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취 과 각 시설 사이의 수송 단계로 구분하여 수송에 필

요한 구성 요소들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송시스템에 한 개념을 설정하

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수송시스템 개념설정은 수송 로지스틱스 

분석을 통해 최종 으로 수송비용 평가에 이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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