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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09-

0062297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07.3.1~

2010.2.28
단 계 구 분 (1)/(2)

연 구 사업명
중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핵연료주기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A-KRS) 개발

연구책임자 최희주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30.6명

내부: 23.1명

외부: 7.5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3,596,000천원

기업 : 천원

계: 3,596,0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47.2명

내부: 36.7명

외부: 10.5명

총연구비
정부:6,106,000천원

기업 : 천원

계: 6,106,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소(2)
연구책임자 : 김형준(1)/이강명(2)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선원항 평가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특성 분석 데이터베

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원항 분석프로그램인 A-SOURCE를 자체 개발함.

·A-KRS 공학적방벽 개발을 위하여 저온분사코팅법을 적용한 구리용기를 개발하여

구리 소요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또한 완충재의 열적 특성과 요오드 이온 흡착

능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킴.

·국내에서 예상되는 모든 고준위폐기물(CANDU 및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파이로 공

정 고준위폐기물, 원전해체 폐기물)을 복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개념을 도출

하고 개념설계를 수행함.

·처분시스템의 운영중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표 사고를

대상으로 평가를 완료함.

·고준위폐기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프로그램(안)을 작성함.

연구개발 현황을 바탕으로 최적 처분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제안

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선진핵주기, 처분, 고준위폐기물, 선원항, 처분용기

영 어
Advanced Fuel Cycle, Disposal, High-level waste, Source

term, Disposal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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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A-KRS)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은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지난 10년간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을 가정하여 한국의 대표 지질에

부합하는 고준위폐기물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가격상승, 온실가스 감축 등이 주요 논점으로 대두되면

서, 다시 원자력의 지속적 사용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또한 지

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모두 직접처분 하는 것은 넓은 면적의 처

분부지와 상당한 기간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

념의 핵연료주기가 필요함이 인식되었으며, 이의 방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하여 악티나이드 및 장반감기 핵분열성 핵종은 고속로 내에서 소멸시키고 기타 단

반감기폐기물 만을 처분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새로

운 개념의 핵연료주기가 제안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건식재처리 방법인 파

이로프로세스와 고속로를 연계하는 선진핵연료주기(이하 ‘선진핵주기’라 칭함)에 대

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

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진핵주기는 과거 사용후핵연

료의 직접처분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특성이 현저히 다르므

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처분시스템 또한 과거개념과 다른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새로운 핵연료주기로부터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포함하여,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

반감기 폐기물, 즉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경주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에 수용될 수 없는 폐기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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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고준위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개발

선진핵연료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은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및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기서 선진핵주기란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일정기간 냉각한 후 건식공정처리(pyroprocessing)하여 초우라늄

(transuranics, TRU)은 회수하여 고속로의 핵연료로 만들어 재사용(recycling)하고,

핵분열생성물 중에서 반감기가 길어 처분 측면에서 중요한 요오드 및 테크네튬은

따로 분리하여 고속로 내에서 소멸시키고, 핵연료 피복재 등의 금속과 기타 핵분열

생성물만을 따로 분리하여 심지층에 처분하는 개념을 갖는 핵연료주기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대상폐기물을 장기간 안전관리하기 위한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

해서는 열해석, 구조해석, 방사선차폐 해석 등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붕괴열, 핵종 조성, 방사능 등과 같은 방사선원항

과 폐기물의 질량 및 부피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는 사용전 핵연

료의 제원, 원자로내 조사이력, 원자로 방출후 저장 이력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

로 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일이다. 선

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이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에서 발생하므로 이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초기버젼을 개발하였으며, 선진핵연료주기 고준위폐기물을 파이로 건식

처리공정 물질흐름을 반영하여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경

주처분장에 수용될 수 없는 원전해체 장반감기 폐기물도 처분시스템 설계시 고려의

대상이 되므로 이의 방사선원항을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2. 공학적방벽 개발

저온분사코팅 기법을 적용하여 구리용기의 두께를 1.0 cm로 줄인 새로운 개념의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처분용기의 용량을 늘이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리의 저온분사코팅기술을 활용하여 구리처분 용

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국산 2종 및 외산 구리분말 3종을 대상으로 저

온분사코팅을 실시하고, 코팅층의 적층효율, 경도, 기공도, 산소함유량 등의 기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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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였다. 실제 처분용기의 축소시제품 (외경 10 cm, 길이 40 cm)에 대하여

10mm 이상의 구리코팅 시연을 추진하였다. 저온분사코팅구리의 기본 특성을 인장

시험, XRD, 산소함량, 전기화학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장기처분에 필요한 부

식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저온분사코팅구리에 대해서 전기화학적 분석법을 통해

부식전위와 부식율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가지 부식환경에서의 부식거동을

무게감손법으로 기존 압출동과 단조동 등과 비교하여 저온분사코팅구리의 부식두께

를 검증하였다. 이밖에도 부분부식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Crevice Corrosion

의 발생여부를 전기화학적으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실험실에서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부식조건을 압축벤토나이트와

티타늄용기 등으로 조성하고, 3종의 저온분사코팅구리와 압출동, 단조동 및 기타 구

리 합금에 대해서 2년간 부식두께를 조사하였다. 이후 실험실의 장기부식시험 경험

을 바탕으로 현재 KURT 실제 지하수를 직접 공급하면서 처분환경을 모사한 부식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심지층 환경에 맞는 구리 부식 모델링을 정립하고자, 부식 양태에 따

른 모델링 현황을 정리하였다. 부식모델링 검토를 통해 일반부식, 생물학적 부식,

응력에 의한 부식, 부분부식 등의 구리부식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밖에도

완충재를 통한 부식인자의 물질이동을 근거로 한 용기의 수명예측 모델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완충재 성능향상을 위해 두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번째로 요오드의 흡착

능을 향상하는 방안으로서, Ag2O가 첨가된 압축벤토나이트에서 요오드 이온의 지

연 및 환산 특성을 관통 확산법으로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 완충재의 열전달 기능

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래와 흑연이 혼합된 내부 완충재층이 설계된 이중

구조 완충재 개념이 제시되었다. 제안된 이중 완충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

한요소법에 의한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3.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예비 개념설계

선진핵주기에서 처분시스템 설계시 고려해야할 대상은 중수로 및 하나로 사용후

핵연료, 원전 해체 폐기물, 그리고 파이로건식처리 폐기물이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각 폐기물의 특징 및 방사선원

항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폐기물 용기, 처분용기, 그리고 처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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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개념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처분시스템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을 입증

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처분용기 부식수명, 열적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등을 평가

하였다. 또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에 대해서는 비용분석, 심지층 처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처분방안 대안 분석, 처

분 지상시설 개념설계 및 운영방안 도출 등의 연구 통해 처분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자 하였다.

4. A-KRS 장기 운영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처분시스템의 운영 단계는 고준위폐기물의 운반, 처분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을

의미한다. 처분시스템의 운영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기본 철학으로는 환경건전성, 안

전성, 국민 수용성이 있다. 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전성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혹은 성능 평가를 위한 안전 목표는 방사선 영향으

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처분시스템의 운영중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안전성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

하고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정립된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활

용한 적절한 평가도구를 선정하여 운영중 안전성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 원전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방법론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방법론을 선

정하였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안전성평가는 사건수목 분석, 고장수

목 분석,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의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가 안전목표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운영 안전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운영 안전성 평가 체계의 적용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장의 지상시설 및 지하시설의 대표 사고에 대하여 안전성

사례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운반 안전성 사례 평가를 통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반용기 및 운반 선박을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반중 발생 가

능한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5.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프로그램(안)

원자력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방사능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2016년을 전후하여 각 원전 부지 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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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가 예상되므로 중간저장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정도이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정책인 영구처

분에 대한 일정 등에 대한 장기관리 계획이 빠져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정리하

였다.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에 관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를 위한 국가관

리 원칙을 작성하였으며, 국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핵연료주기에 대한 분석을 외국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선정된 핵연료주기를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영구처

분 관점에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로드맵의 기본이 되는 영구처분시점 제안을 위

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연구개발 결과

1. 고준위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개발

선진핵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는 처분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방사선

원항을 신뢰도를 확보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도출하기 위해 네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Visual Basic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환경

을 갖추고 있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현황분석프로그램은 부지별, 호기별로 핵연료

제원별 분포, 사용후핵연료 초기농축도 분포, 최종방출연소도 분포, 냉각기간 분포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둘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 프로그램은 세 개의 모델,

즉, 재장전주기 모델, 방출연소도 모델, 연평균 방출량 모델을 기반으로 국가 원전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선진 핵연료주

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은 단일 사용후핵연료 또는 여러개의 사용후핵

연료가 배치로 건식처리되는 경우에 파이로공정 물질수지를 반영하여 각 공정별 폐

기물의 방사선원항을 자동으로 정량화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원전해체 폐기물

정량화 프로그램 또한 해체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간단한 검증문

제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개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

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모든 작업이 전산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결과의 신

뢰도가 높고 계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향후 처

분시스템 설계, 건식저장시설 설계, 건식처리공정 시설 설계에 향후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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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학적방벽 개발

새로운 개념의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저온분사코팅법의 적

용을 통하여 구리용기의 두께를 1.0 cm로 줄일 수 있었으며, 처분용기 제작에 소요

되는 구리 중량을 기존 용기에 비해 약 14.5%로 감소시켰다. 또한 CANDU 사용후

핵연료 16,000 tU 처분에 소요되는 처분용기 개수를 2,835개에서 2,005개로 줄일 수

있었다.

구리의 저온분사코팅 공정조건을 연구하여, 코팅층의 적층효율 90% 이상, 기공도

1% 이하, 산화동 0.5% 이하를 얻을 수 있었으며, 국산 구리분말은 가격경쟁력이 우

수하면서도 적층효율 등의 특성에서 외산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처분용기 1/10 크기의 축소시제품 (외경 10 cm, 길이 40 cm)에 대하여 10mm 이상

의 구리코팅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여 저온분사코팅을 통해 구리처분용기 제작이 가

능함을 확인하였다. 저온분사코팅 구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구리에 비해 강

도가 높고, Modulus도 높게 나타나는 대신에 연성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XRD와

산소분석기를 통해 코팅구리의 산화물을 조사한 결과, 공정으로 인한 산화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코팅구리의 부식특성을 다양한 산화환경 즉, 3M NaCl 용액, 해수, KURT 지하수

등에서 전기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코팅구리 시편은 일반동에 비해 부식률이 다

소 높게 나타났으나, 부식전위는 구리의 제작법보다는 순도의 영향을 더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구리 코팅층의 아래층과 위층은 부식전위나 부식률에서 큰 차

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온도조건과 인가전압에서도 부식시편

은 틈새부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구리시편을 부식시킨 후, 산화막을 제거하고 무게감손법에

의한 구리의 부식시험을 수행하였다. 구리의 산화시험은 10% HCl 수용액 함침, 65

일간 70℃ 습공기 노출, 6개월간의 해수 함침 등을 수행하였다. 여러 가지 환경부식

시험 결과, 순도가 낮은 저온분사코팅동은 일반동에 비해 부식이 잘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순도가 높은 저온분사코팅동은 일반동과 무게 감손량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실험실에서 압축벤토나이트 및 티타늄 용기등으로 설계된 모의처분환경을

조성하고, 저온분사코팅 구리의 환경부식시험을 2년간 실시한 결과, 저온분사코팅

동은 압출동, 단조동 및 기타 합금들과 부식두께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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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대 부식 두께는 1 ㎛ 수준을 나타내었다.

구리의 부식 양태에 따른 여러 가지 모델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1)

General Corrosion Model, (2)Mocrobial corrosion Model (3) Stress Corrosion

Cracking (4) Pitting corrosion model (5) 완충재를 통한 물질이동 부식 모델 등을

구리의 부식 수명과 연계하여 검토 완료하였다.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Ag2O를 첨가하여 관통 확산법으로

조사한 결과, Ag2O 첨가로 인해 압축벤토나이트는 뚜렷하게 요오드 이온의 통과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연 시간과 유효확산계수 및 겉보기 확산계수들

을 실험으로 산출하였다. 완충재의 열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압축벤토나이트 완

충재에 모래와 그라피아트 혼합물을 첨가한 이중구조 완충재를 제안하고, 유한요소

법에 의한 열해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 단일 완충재에 비해 열전도도가 두 배로 증

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완충재 경계면의 최고 온도는

100년의 처분기간을 거친 후 안정화 상태에서 약 7℃의 온도감소가 가능한 것을 확

인하였다.

3.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예비 개념설계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직접 처분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CANDU 사용후핵연

료 처분시설을 개념 설계하였으며,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를 고온건식활용

(pyroprocess) 처리하는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처분하기 위한 복합처분시스템

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이 복합처분시스템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에 발생하게 될 장반감기 폐기물에 대한 처분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여러가지 개념의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처분지역

의 암반 특성을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KURT를 참조하여 설정하였으며, 고려된 주

요 특성들은 암반 물성들, 터널 주변 손상대, 수리특성, 지열구배, 단열대 방향성 등

이다.

처분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스템은 크게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먼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스템은 다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하나로 사용후핵연

료 처분시스템으로 나누어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두 경우 모두에 대하여 설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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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설계입력 인자를 도출하고, 설계 대상인 사용후핵연료의 특징(발생량, 고유 특성,

방사능, 붕괴열, 계산 기준 등)을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스템에 대한 처분

용기 및 완충재 처분 모듈(처분공 및 처분터널)을 개념설계하였다.

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처분대상이 될 방사성폐기

물의 특성 및 핵종별 발생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온건식공정 물질 수지를 분석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공정 폐기물들 중에 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금속폐기물과

세라믹고화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원항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물들

을 저장할 수 있는 폐기물용기, 처분용기, 처분터널을 각 특성에 맞게 설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러한 처분시스템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세 가지

방안(고준위폐기물 처분방안, 공학적 방벽 모듈 처분, 수직홀 처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크게 방사선량 평가,

처분용기 부식수명 평가, 처분시스템 열 해석, 처분시스템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수

행하였다. 각 성능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처분시스템이 각 평가 항목에 대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하

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대한 비용분석, 심지층 처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

한 처분방안 대안 분석, 처분 지상시설 개념설계 및 운영방안 도출 등을 수행하여

전체적인 처분시스템의 예비 개념설계를 완성하였다.

4. A-KRS 장기 운영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처분시스템의 운영중 안전성평가를 위한 시나리오와 폐기물의 운반 안전성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또한, 처분시스템의 운영중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

론으로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방법론을 선

정하였다. PSA 핵심 방법론은 초기사건 선정, 사건수목 분석,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

이다. 이들 방법론에 대한 분석절차를 확립하여 예제수행을 통해 적용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사고경위 분석을 통해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선

량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사건수목 분석, 고장수목 분석,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도구를 선정하여 운영안전

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사고경위 분석을 위한 사건수목 분석 도구로는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AIMS PSA Manager

에 포함되어 있는 CONPAS를 선정하였다. 각 사건수목의 분기별 확률평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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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목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AIMS 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KwTree을

활용하였다.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도구로는 RSAC (Radiological Safety

Analysis Code)를 피폭선량 도구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처분장의 지상시설 및 지하시설의 대표 사고에 대하여 안전성 사례 평가를 수행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구축된 운영 안전성 평가 체계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반용기 및 운반 선박을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반중 발생 가능한 사

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운반 안전성평가 체계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운영중 안전성평가 방법론과 평가체계는 운반 안전성과 운영중 안전성

평가에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5.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프로그램(안)

국내에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총 44,700톤 정도로 추정

되었다. 원자력분야 종사자 중심의 국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9가지 문

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처분안전성, 중간저장시설과 연계된 처분부지 확보, 처분

부지 확보방법으로서 전문기관의 최적지 선정 우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처분시

점의 중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국내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원칙으로서 3가지를 제

안하였다. 국내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을 선정을 위한 핵주기 분석을 통하여

다섯 가지 핵주기를 비교하였으며, 직접처분, 고온건식처리가 선정되었으며, 초장기

저장은 조건부로 고려되었다. 선정된 핵주기를 대상으로 처분관점에서의 로드맵을

작성한 결과, 2041년부터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시작하며, PWR 사용후핵연

료의 경우 파이로공정 기술개발에 맞추어 2066년부터 수행하는 로드맵을 작성하였

다. 국내 32기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139년이면

모든 관리가 종료되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의

운영기간과 최적의 처분 착수시기에 대한 상세 분석을 위하여 처분시점의 결정 요

인으로는 크게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설정하였다. 안전성은 크게 붕괴열과 핵비

확산성 측면에서, 경제성은 각 시설의 관리비용 측면에서, 수용성은 회수성 개념 및

세대 간 책임 윤리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처분시점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대안을 비교하고 최적 안을 제시하였다. 중요

한 핵심 내용으로는 기술적 측면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처분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

는 것과, 최적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으로서 2041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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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은 파이로건식처리-고속로를 연계

하는 선진핵주기 기술개발의 타당함을 입증하는 공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원자력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하여 사용후핵

연료 부담금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이 부담금은 매 2

년마다 재산정하도록 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선진핵주기 처

분시스템의 우수성이 인정되면,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재산정시 공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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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 Korean Reference disposal System(A-KRS) for the HLW from

Advanced Fuel Cycles

Ⅱ. Objective and Necessity

The geologic disposal of spent fuels generat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is the only way to protect the human being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Even though the national policy on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has not yet been decide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developed a geologic disposal system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HLW) through a long-term research project for the

past 10 years.

Recently, many countries are considering the sustaining usage of nuclear

power to cope with spike of oil and natural gas prices, and reduction of CO2

gas emission, which might lead to remarkable stockpile of spent fuels. Since a

direct disposal of spent fuels requires a disposal large area, some advanced

countries proposed the advanced fuel cycles in which spent fuels are recycled

after reprocessing, and actinides and long-lived fission products are transmuted

in a fast reactor. The amount of stockpiled spent fuels can be remarkably

reduced by introducing this cycle.

In our country, a future R&D action plan based on an advanced fuel cycle

system which included pyroprocess coupled with a sodium fast reactor was

announced in 255
th
meeting of Atomic Energy Committee. And, KAERI has

developed this advanced fuel cycle system since 2007. Since the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this cycle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HLW from

once-through cycle, the conceptual disposal system to accomodate these

radwaste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especially, sourc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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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advanced disposal system to accommodate all the HLWs from

pyroprocess, spent fuels generated from CANDU and HANARO, and long-lived

radwastes from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was developed in this

project.

Ⅲ. Contents and Scope

1. Development of Source Term Evaluation Program for HLWs

The HLWs and spent fuels generated from pyroproecss and CANDU,

respectively, are the major source terms of disposal system. Transuranics are

recycled as a fuel, and long-lived fission products such as I and Tc are

transmuted in the sodium fast reactor in connection with pyroprocess. Only

short-lived and metal wastes will be disposed of in a deep geological disposal

repository.

For the proper thermal, mechanical, and radiation shielding analyses which are

inevitably carried out for a design of disposal system, reasonable source terms

like mass and volume of the wastes, decay heat, nuclide concentration, and

radioactivity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irradiation history, cooling history of spent fuels. To facilitate this process, the

spent fuel database management, a spent fuel arising projection program, and

automatic characterization programs for radwastes from the advanced fuel cycle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were developed.

2. Development of Engineered Barriers

A new A-KDC-CANDU disposal canister was designed with a reduced wall

thickness from 5.0 cm to 1.0 cm through a cold sprayed coating (CSC) metho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the cold sprayed coating process of a copper was

studied of disposal canister. The coating process was evaluated using several

different copper powders in view of stacking efficiency, hardness, void fraction,

and oxygen content. And then, the manufacturing of a small scale (1/10) copper

canister was tried to verify a technical validity of a cold sprayed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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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o understand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a CSC copper,

several test, such as XRD, oxygen analysis, electro chemical analysis, and

tensile test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corrosion performance of a CSC copper, corrosion potential

and corrosion rate were measured in a electrochemical analysis, and the

corrosion thicknesses were produced by weight loss measurement in several

corrosive environments. In the corrosion tests, CSC copper was compared with

general extruded copper and forging copper.

An underground disposal condition was imitated in a laboratory similarly using

underground water, compact bentonite, and titanium vessel, in which

surroundings, three kinds of CSC copper, extruded copper, forging copper, and

other copper alloys were corroded for 2 years to know their corrosion thickness.

And then it is now undergoing the field corrosion test for CSC coppers a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

The overview of copper corrosion models was accomplished to establish a

proper corrosion model adequate for Korea underground environment. The

surveyed corrosion models were categorized into several groups such as (1)

general corrosion model, (2) microbial corrosion Model, (3)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4) pitting corrosion model, (5) buffer diffusion model, and etc.

To upgrade buffer performance, two kinds works were tried. One is a

developing a Iodide capturing by adding a Ag2O powder into a compact

bentonite buffer. Another thing is a improvement of its thermal conductivity by

composing a compact bentonite with a mixture of sand and graphite powder.

3. Conceptual design of disposal system for domestic HLWs and SNFs

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design preliminary disposal systems for

various radioactive wastes which are classified as disposal waste for

management. CANDU spent fuels, Hanaro spent fuels, nuclear power plant

dismantled wastes, and Pyroprocess wastes belong to this disposal waste

category. For this purpose of disposal system design, basic proper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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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rock and wastes have to be investigated in advance. Radiation safety of

these system also has to be proved by calculating the radiation sources and

shielding efficiency. Based on this performance, waste can, disposal canister,

and disposal system had been conceptually designed.

The radiation dose assessment, disposal canister corrosion lifetime estimation,

heat analysis, and structural safety confirmation are carried out to confirm the

system safety. The other process like estimating cost for each disposal system,

suggesting for the alternative disposal concept, and deriving the surface facility

conceptual design & its operation plan also make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disposal systems complete preliminarily.

4. Establishment of Preclosure Safety Assessment System for A-KRS

The operational phase of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means th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waste packages an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The basic principles considered in the operational

phase are environmental integrity, safety, and public acceptance. Among them,

the safety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irst priority. The safety

goal for the safe operation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human beings from the radiation effect.

The development of the scenarios and methodologies for the safety assessment

should be made in order to assess the operational safety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lso, the relevant safety assessment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tools based on the methodologies for the safety

assessment. In this study, we adopted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as the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which

are being used widely in the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The

basic analysis methods in the PSA are the event tree analysis (ETA), fault tree

analysis (FTA), and the probabilistic exposure dose assessment resulting from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The exposure dose assessment results are to

be compared with the safety goals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resul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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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ory or not.

We established the safety assessment framework and the sample safety

assessment for the typical events at the surface and subsurface facilities were

made in order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the safety assessment framework.

Also, we made transportation safety assessment resulting from the accidents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waste packages for the transportation

scenarios made by considering the transportation packages and transportation

vehicles.

5. National program on the HLW management

The government decision on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containing most

of radioactivities from nuclear energy has not yet been made clearly in Korea.

Considering the situation that the temporary storage facilities at the nuclear

power plant sites will be saturated around the year 2016, the policy on the

interim storage should be made through a public engagement process soon.

Anyway, our government has not made any plan or timing on the final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wastes.

In this report, total amount of the spent fuels from the 32 nuclear reactors

including the planned are projected. In order to collect the opinion on the spent

fuel management, a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experts working in nuclear

industr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proposed the principles on the

long-term management of HLW in Korea. And the fuel cycles which could be

accepted in Korea were compared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on the research

results of OECD/NEA. With the selected fuel cycles, a road-map for the

geological disposal of HLW was produced. The timing for the geological

disposal was determined in terms of several factors.

Ⅳ. Results

1. Development of Source Term Evaluation Program for HLWs

To facilitate a disposal system design, GUI-based programs to evaluat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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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radwastes from advanced fuel cycle, spent fuels from HANARO and

CANDU, and long-lived wastes from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Visual Basic. Firstly, a spent fuel database

analysis program has developed with the capability to provide inventory

distribution of spent fuels for user-defined 235U enrichment, discharge burnup,

and aging period to each reactor unit and site. Secondly, a spent fuel arising

projection program has developed with a function to project the amount of spent

fuel arising by using three models, namely, cycle length model, discharge burnup

model, and annual average discharge model. Thirdly, a characterization program

for HLW from the advanced fuel cycles can automatically characterize the

source term of radwastes from a single-assembly-processing and

batch-processing reflecting material balance of the pyroprocess. Finally,

characterization program for long-lived wastes can automatically assess the

source terms from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

Through simple benchmark calcul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veloped

programs with automatic procedure supplied reliable source terms, and saved

engineering time needed for source term evalu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program package will be used for a design of disposal system, interim storage

facility, and pyroprocess facility.

2. Development of Engineered Barriers

A new concept of A-KDC-CANDU copper canister with a 1.0 cm wall

thickness could diminish the required amount of copper to 14.5 wt% of the

original design. And the number of total canister to be disposed was also

decreased to 2,005 from 2,835 at new canister design.

In the development of CSC process of copper, several desired processing

parameters could be achieved like stacking efficiency > 90%, porosity < 1%, and

oxidation level <0.5%. And it was confirmed that copper powders made in

Korea had enough good competitiveness in price and coating efficiency. The

validity of the CSC technique was verified by manufacturing an one-tent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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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 canister (OD 10 cm × L 40 cm) with a wall thickness of 1.0 cm. As a

result of tensile test, CSC copper showed a good mechanical strength, but its

flexibility was much decreased. And any noticeable oxidation of copper was not

occurred during CSC process as a result of chemical analysis.

A CSC copper showed a little higher corrosion rate compared with a general

copper in several electrochemical tests, but the corrosion potential of copper was

strongly depended on its purity rather than its manufacturing process. The

quality of a CSC copper with different coating position from a coating substrate

did not have any considerable deviations in corrosion potential and corrosion

rate. Additionally, any crevice corrosion was not developed in a CSC copper and

general extruded copper

Corrosion behaviour of copper in various environment, such as 10% aqueous

HCl solution, high temperature (70℃) humid air, and seawater was evaluated

through a weight loss measurement. From the environmental corrosion tests, a

CSC copper with low purity was a little more corrosive than commercial

coppers, but the CSC copper with high purity showed similar corrosion

resistance with them.

As a result of underground simulated corrosion test for 2 years at laboratory,

a CSC copper was not different with general coppers (extruded, forging, and

other copper alloys) in weight loss measurement, and the maximum corrosion

depth was only around 1.0 ㎛ which is sufficiently low for a copper canister

with 10 mm wall thickness to resist more than 1,000 year-corrosion.

The corrosion models for copper materials were looked over in all aspects.

The surveyed corrosion models were summarized and categorized into several

groups like (1) general corrosion model, (2) microbial corrosion Model, (3)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4) pitting corrosion model, (5) buffer diffusion model,

and etc.

In modification study of a buffer, it was confirmed that adding a Ag2O

powder into a bentonite buffer could improve the its ability for iodine adsorption.

The double layered buffer was developed to enhance the thermal perform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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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3. Conceptual design of disposal system for domestic HLWs and SNFs

The disposal system for CANDU spent fuel which is classified as disposal

waste because of its low recycle efficiency was designed conceptually. The

complex disposal system for Pyroprocess wastes also has been designed newly.

This system includes the Hanaro spent fuel and the long-term half-life wastes

produced by nuclear power plant dismantlement. Bedrock characteristics were

based on the data from KURT site. The major items of them are bedrock

properties, EDZ area, hydraulic characteristics, geothermal gradient, and fracture

zone.

A spent fuel disposal system consists of CANDU spent fuel disposal system

and Hanaro spent fuel disposal system. Design parameters, conditions,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spent fuels have been described. Based on the design

parameters, disposal canisters and engineering barrier system were conceptually

designed.

Material balance analysis, firstly, supported to derive the radioactive wastes

properties from Pyroprocess. Radioactive sources of these wastes (especially

metal waste and ceramic waste) c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is material

balance analysis. Waste cans, disposal canisters, and engineering barrier system

for each waste was designed depending on the waste properties. This research

also suggested the other three alternative ways for disposal system constitution.

Various evaluation processes like radiation dose assessment, disposal canister

corrosion lifetime estimation, heat analysis, and structural safety confirmation

were performed in order to increase the system safe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sposal system satisfied each safety items. The other processes like

estimating cost for each disposal system, suggesting for the alternative disposal

concept, and deriving the surface facility conceptual design & its operation plan

also made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disposal systems complete prelimin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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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tablishment of Preclosure Safety Assessment System for A-KRS

We developed the scenarios and methodologies for the operational safety

assessment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d we adopted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as a methodology for the operational safety assessment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which are being used widely in the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The key methodologies in the PSA are the

event tree analysis (ETA) and fault tree analysis (FTA). We established the

analysis procedures for these analysis method and checked the applicability by

sample calculations. Also, we established the methodology for the exposure dose

assessment resulting from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tmosphere.

We established the safety assessment framework by selecting the relevant

tools for the event tree analysis, fault tree analysis, and exposure dose

assessment. We selected the CONPAS program which is included in the AIMS

PSA Manager for the event tree analysis tool for the analysis of event sequence

analysis. We used the KwTree in the AIMS PSA Manager for the fault tree

analysis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the each branch of the event sequence.

The RSAC(Radiological Safety Analysis Code) was used for the estimation of

exposure dose.

We made sample calculations for the typical accident at the surface and

subsurface facilities in order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the safety assessment

framework established in this study. Also, we made transportation safety

assessment resulting from the accidents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waste packages. We found that the methodology and operational safety

assessment framework established in this study were useful in the safety

assessment for the accidents which may occur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waste packages and the operation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5. National program on the HLW management

It was estimated that the amount of spent fuels from 32 reactors would be

around 44,700 tU.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experts in th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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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regarding the policy on the HLW management in Korea, and the

resul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disposal safety. Also, it was pointed

out that the disposal site should be determined related to the interim storage,

and that the disposal site should be selected by the experts, and that the

disposal timing should be determined taking account of the spent fuel

accumulation. Three principles on the national HLW management was proposed.

Five fuel cycles were compared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a

national long-term program. Among them, the direct disposal of spent fuels and

the pyro-processing of spent fuels were chosen, and a very long-term storage

was chosen as an alternative. Based on the selected fuel cycles, the road-map

was prepared in which the disposal of CANDU spent fuels starts in 2041 and

PWR spent fuels start to be pyro-processed or directed disposed depending on

the technology development in 2066.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from the

32 nuclear reactors ends in 2139 according to the road-map. It is required to

find an optimum timing of geological disposal of CANDU spent fuels related to

the interim storage operation period. The major factors for determining the

disposal starting time are considered as safety, economics, and public acceptance.

Safety factor is compared in terms of the decay heat and non-proliferation.

Economics factor is compared from the point of the operation cost, and public

acceptance factor is reviewed from the point of retrievability and

inter-generation ethics. This report recommended the best solution for the

disposal starting time by analyzing the above factors. It is concluded that the

optimum timing for the CANDU spent fuel disposal is around 2041 and that the

sooner disposal time, the better from the point of technical and safety aspects.

Ⅴ. Proposal for the appli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ies could be used as a basic engineering data

to ensure superiority of the advanced fuel cycle employing pyroprocess and

sodium fact reactor. The fee for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is currently imposed based on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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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ct, enacted in January 2009. According to this law, this fee

should be recalculated every two years. It is expected that disposal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would be reference model to set up the cost for safe

management of spent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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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발전소 임시저장고에 저

장 중이다. 이들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사회적공론화 과정을 거처 결정하는 것

으로 정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고, 방사성폐기물 전담

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과거 10년간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국내 결정질 암반(화

강암) 특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운전 중 혹은 건설 예정인 가압경수로 및 가압경

수로 28기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을

위한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한국형처분시스템’이라 함; KRS, Korean Reference

disposal System for spent fuels)을 개발하였다. 지질 환경 설정, 처분시스템 설계

및 성능평가,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 및 실험실 규모의 성능 실증 연구를 자체 기술

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시된 한국형처분시스템은 원전사후처리

충당금 산정에 있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결정에 이용되는 등 국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설정을 위한 자료 작성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한국형처분시스템은 스웨덴 개념을 한국의 대표지질인 화강암을 대상으로 적용하

여 개발하였다. 처분용기는 한국 자연환경에 맞는 경계조건을 찾아 스웨덴, 핀란드

개념보다 더욱 경량화하였으며, 완충재는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 특성 규명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는 주로 열적 제한치를 고려하여 수행

하였으며 국내 지질 조건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과 달리 지열구배가 커서 처

분밀도(densification factor)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단계 연구에서

는 고준위폐기물 처분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화석연료(원유 및 천연가스)의 고갈은 원자력의 지속적 사용

을 유도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며, 10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방식은

처분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원자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며,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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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핵연료주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는 건식 재처리방법인 고온전해분리(Pyroprocessing)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

핵연료주기 (Advanced Fuel Cycle)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단계 연구 대상이 되는 고준위폐기물은 CANDU 사용후핵연료, HANARO

사용후핵연료와 새로운 핵연료주기로부터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과 원자력발전소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1에 국내에서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 종류 및 각각의 처분방안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국가 정책으로서 직접 처분방식이 유력

하다. 따라서 직접 처분을 할 경우 처분밀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형처분시스템에

대한 설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발과

회수가 가능하며 보다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HANARO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발생량이 많지 않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고온전해분리 공정 자

체가 개발 중인 관계로 이번 단계 연구의 주요 대상인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부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처분시스템 개발에는 다양한 개념 변

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선진핵주기에 대

한 전체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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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내에서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복합처분시스템 개념.

이전 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형처분시스템의 공학적방벽을 구성하는 처분

용기의 경우 스웨덴 개념의 구리-주철 이중구조의 용기로 되어 있으나 전 단계 연

구결과 5 cm 두께의 구리 외부용기를 이용하는 현 개념의 처분용기 제작비용이 너

무 과다하여, 이에 대한 개량이 절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철에 구리코팅을 한

처분용기를 개발하여 중량과 제작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용기를 개발하여, 선진핵

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새로운 물질(구리 코팅재)

의 도입에 따른 부식특성을 규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독자적 해석 모델 등의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완충재는 우리 연구원에서 특성이 규명된 국내산 칼슘 벤토

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완충재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요오드-129의 흡착

능이 부족하고 열전도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완충재 성능

향상을 위하여 이 2가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지하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처분장이 위치하게 될 암반의 특성이 중요

하다. 전 단계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암반인 화강암의 특성을 주로 문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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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값을 이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2006년 말 완성

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생산된 암반 자료를 활

용하여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이전 단계와 유사한 수직공 처분시스템을 보

완하는 방향으로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처분

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처분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지상시

설에 대한 설계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새로이 도입된 공정을 중심으로 약간

의 공정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개발에 있어 처분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 평가는 수행된 바

가 없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 시설의 운영 안전

성 평가에 대한 기술 개발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기 개발된 운영안전성 평가 기술

을 처분시스템에 접목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할 경우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단계에서는 처분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 평가 체계를 확보하

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정책 설정을 위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정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국가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의 결정에는 경제, 사회, 문화

적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과제’의 목표

는 KURT 심부 지하 환경특성 정보를 근거로 선진핵주기에서 예상되는 고준위폐기

물 특성 분석을 통하여 처분시스템 구성 요소별 공학적 평가를 통한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그리고 본 과제의 연구개발 기간은 1차년도인 2007년부터 3차년

도인 2009년까지이며,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연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제 1 차년도(2007)

- A-KRS 개발을 위한 고준위폐기물 DB 구축

- A-KRS 공학적방벽 개념설계 : CANDU 및 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

- A-KRS 설계 요건 개발

-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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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시나리오 연구

• 제 2 차년도(2008)

- 장반감기/고준위폐기물 선원항 평가 체계 구축

- 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 복합폐기물 공학적방벽 및 처분방식 선정

-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 선진핵주기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제 3 차년도(2009)

- 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프로그램(A-SOURCE) 개발

- KURT를 이용한 A-KRS 처분용기 부식 실험

- A-KRS 개념설계

-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모듈 개발

-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 대안 분석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은 선행 국가들의 시스템 개발 방법을 섭

렵하고 모방하는 기술 도입 단계, 모방한 기술을 더욱 한 층 발전시키는 기술 발전

단계,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해 나가는 기술 완성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전 단

계까지 개발하였던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개발이 기술 도입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이번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는 기술 발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핵

주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발생 예상되는 새로운 고준위폐기물

에 대한 처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단계의 처분시스템 개

발 목표로 다음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①다양한 고준위폐기물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복합 처분시스템 개발, ②처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분밀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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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③처분된 폐기물의 회수성 향상, ④장기관리 기능의 확보이다.

처분시스템 개발 연구 특성의 하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는 않지만, 완성된 개념을 제작해 보고 처분환경에서의 성능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원자력중장기연

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비의 규모를 고려하면, 기술 개발의 방향이 개념

설계 및 소규모 제작에 국한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완성된 개

념의 실증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처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의 도출에 주로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새로 제안된 개념의 확신을 위해서는 향

후 보다 큰 규모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개

발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적 지원이 있어야 기술

완성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적․산업적 측면

원자력 산업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결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결정, 처분시스템 설계, 건설,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술의

기술자립 등의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에 기반을 둔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은 원자력을 초장기

(수 백 년 혹은 수 천 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절한가에 대한

확답을 주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즉, 한국형처분시스템에서 구상하고 있는 직접

처분방식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면적이 증가하므로, 원

자력이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처분 일정이 지연될수록 처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

상된다. 따라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쇠퇴와 더불어 더욱 꾸준히 이용될 것으

로 예상되는 원자력에너지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핵연료주기의 도

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새로운 핵주기 도입에 필요한 경제성 및 기술성 평가에 활용되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A-KRS)은 기존의



- 7 -

한국형처분시스템보다 처분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처분비용의 직접적인 감소

가 예상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방사성 동위원

소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의 처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처분시

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별도의 처분시스템이 필요치 않게 되어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 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형처분용기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에

서 고려하고 있는 구리-주철 이중구조의 형태를 유지하며, 한국 처분환경을 고려하

여 최적화한 것이다. 기존의 스웨덴 핀란드의 처분용기 제작방법은 그 어려움 때

문에 구리용기의 두께가 5 cm나 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 구리코팅

한국형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 제작 방법을 저온분사코팅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

다. 일반적으로 처분용기는 제작비용이 3억 원 정도이며, 제작비용 중 절반 이상이

구리용기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구리용기 제

작법을 이용할 경우 처분용기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이다. 또한 아직 처분용

기를 확정하지 못한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용기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기술 개발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선진핵주기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중인 파이로 공정 폐기물에 대한 처분 개념 개

발을 적기에 개발함으로써, 파이로 공정의 도입에 따른 안전성-경제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선진핵주기 도입의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국내 환경에 바람직한 핵주기 개발을 적기에 이룰 수 있게 함으로써 원자력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간주된다.

3. 사회적 측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PWR 및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관

리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현재 방

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방폐공단)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은 최종관리 방안이 아니며, 어떤 핵연료 주기가 도입되어도 결국 고준위폐기물의

최종 해결 방안은 영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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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정책의 부재는 국내 NGO와 원자력에너지 활용 자체에

대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 시민 환경 단체는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국가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시민 환경 단체의 요구에 대한 설

명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와 성능평가 결과, 원자력의 지속적 이

용에 따른 막대한 양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

용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처분부지 확보와 관련된 많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도

움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연구개발 범위

본 연구 단계에서의 각 연차별 목표에 따른 연구개발 범위는 아래에 기술한 바

와 같다.

￭ 제 1 차년도(2007)

• 연구개발 목표

A-KRS 개발을 위한 고준위폐기물 DB 구축

A-KRS 공학적방벽 개념설계: CANDU 및 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

A-KRS 설계 요건 개발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방안 수립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시나리오 연구

• 연구개발 범위

고준위폐기물 자료수집(영광/월성) 및 DB 설계

원전 시나리오별 SF 발생량 예측 및 선원항 평가

KDC-CANDU 설계 및 성능평가

KDC-PYRO 처분용기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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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 블록 성능향상 방안

CANDU 처분시스템 고도화

처분용기 회수-장기저장 요건 검토
운영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운영안전성 평가 방법론 정립

선진사례 분석 및 동향 분석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분석

￭ 제 2 차년도(2008)

• 연구개발 목표

장반감기/고준위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구축

처분용기 부식 모델 개발
복합 폐기물 공학적방벽 및 처분방식 선정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선진핵주기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연구개발 범위

선원항평가 프로그램 설계
고준위폐기물 자료수집(고리/울진)

원전 장반감기 핵종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설계
처분용기 재료에 따른 부식모델 검토 및 부식환경 조사

부식모델 선정 및 해석 프로그램 개발

KURT를 이용한 단위방벽 및 예비실험

복합 처분방식 비교/성능평가
심지층 처분장 설계시스템 개념 설정

회수-장기저장 개념 확정
수송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사건수목 수립/분석
운영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핵주기별 장기관리 방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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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드맵 구축

￭ 제 3 차년도(2009)

• 연구개발 목표

핵주기 폐기물 핵종재고량 평가프로그램(A-SOURCE) 개발

KURT를 이용한 A-KRS 처분용기 부식 실험
A-KRS 개념설계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모듈 개발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 대안분석

• 연구개발 범위

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핵주기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완성

완충재 및 KURT 예상환경에서의 부식 실험

KDC-PYRO 처분용기 성능평가
처분장 설계시스템 구축

A-KRS 단위공정 개발
회수-장기저장 시스템 완성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사건 자료 수집

정상 운영시 안전성 평가

최적 처분시점 결정
국내 실정을 반영한 처분기간 결정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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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한국원

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 공정을 통해 예상되는 고준

위폐기물의 처분방안 연구를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방안

으로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암반 내에 공학적방벽을 설치하여 핵종의 누출을 억

제하도록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지층처분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여

러 국가에서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고온 용융염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성 물질들을 분리해 내는 파

이로 공정으로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고준위폐기물을 적절

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처분용기 등 공학적방벽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2-1에 파이로 공정 고준

위폐기물 특성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치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지하 암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처분시설 설계 절차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물질수지를 분석하여 선원항 평가를 수행한 후 고준위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저장용기와 처분용기를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외 처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안을 도

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예비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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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처분시설 설계 절차도.

상기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폐기물 특성 분석을 통해 고준

위폐기물별로 부피, 질량, 주요 핵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고화체 내의 핵종별 방

사능과 발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값에 맞추어 처분용기, 완충재, 처분터널 단

위 모듈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KURT 암반 특성(지질특성, 수리지질, 지화

학 특성)에 맞추어 단위 처분터널 모듈 설계를 완성하고 주어진 설계에 대해 성능

평가, 안전성평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금번 단계에서는 KURT 암반 특성 종

합과 처분터널 단위 모듈 설계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하

는 성능 요건 혹은 설계기준이 필요하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연구기반

이 충분하지 못한 국내 여건상 이에 대한 준비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 단계에서 수행하였던 바와 유사하게 우리와 유사한 처분개념을 갖고 있는 스웨

덴, 핀란드에서 처분시설 설계에 이용하였던 설계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

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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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은 지상시설과 지하시설로 구분되며, 지상시설은 고준위폐기물의 인수,

포장, 지하로 이송 등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들로 구성된다. 지하시설은 지

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을 받아 심지층의 처분공 위에 거치시키는 제반공정을 수

행하는 설비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폐기물이 거치되는 위치(방식)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 처분으로 구분되며, 수직의 경우는 일정 깊이의 바닥을 기저로 하여 수

직으로 처분공을 굴착하여 그 곳에 하나의 처분용기를 거치시키는 수직처분공과 하

나의 긴 수직공에 여러 개의 처분용기를 쌓아 올리는 긴 수직처분공도 있다. 본

단계에서는 지상시설에 대한 연구는 최소화하고 공정분석정도만 수행하였으며, 연

구의 주안점은 새롭게 평가된 고준위폐기물 특성과 KURT 지하 암반 조건을 반영

한 최적의 처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에 두었다.

1997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완료된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고

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PWR과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형처분시스템(Korea

Reference disposal System for spent fuels, 그림 2-2)을 개발하고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과거 10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대표 결정질암인 화강암을 대상으로 지질

특성을 설정하고, 국내 28기 원자로의 예상 수명 동안 발생되는 36,000 tU 사용후핵

연료를 대표할 수 있는 기준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결정하였다. 처분 대상을 결정

하기 위하여 기준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PWR, CANDU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기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방사선원, 열 선원 등과 같은 특성을 결정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성능평가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

를 더욱 발전시켜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파이로 공정 발생 고준위폐기물의 특성을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지층처분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심지층 처분 개념 7가지를 비교하

였으며, 국내 지질환경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으로서 스웨덴 KBS-3V 형태의 지하

500 m에 위치한 수직공 처분시스템을 선정하였다.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방벽인 처분용기와 완충재 설계를 공학적 해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외국의 처분용기 개념을 비교하고, 국내 처분환경에 적절한 스

웨덴-핀란드 처분용기를 국내 처분 환경을 반영하여 처분용기의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스웨덴 처분용기와 동일한 안전성을 유지하며 더욱 가벼운 한국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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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용기인 KDC-1을 개발하였으며, 이 KDC-1 처분용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배치를 개선한 KDC-2 용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다(그림 2-3). 개

발된 처분용기에 대해 핵임계 해석, 방사선 차폐 해석, 열 해석, 구조해석 등과 같

은 성능 평가를 자체 기술로 수행하고 결과를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

다. 처분용기의 제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KDC-1과 KDC-2 처분용기의

직경 1/2, 길이 1/5 규모의 소형 용기를 제작하고, 이들로부터 시험 시편을 제작하

여 각종 시험을 수행하여 처분용기 설계, 성능평가, 제작 기술 기반을 구축하였다.

확보된 설계, 성능평가 기반을 활용하여 새로운 처분용기 제작법을 시도하였으며,

제작된 처분용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완충재 물질로서 여러 후보 물질을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경주 지역에서 생산

되는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를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산

칼슘벤토나이트에 대한 투수계수, 팽윤률, 열전도도, 확산계수, 흡착능과 같은 각종

물성을 측정하고, 이 값들을 바탕으로 완충재 설계를 수행하였다. 완충재 두께는

핵종 누출 측면에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완충재 두께에 대하여 열-구조 연계해석

을 통하여 완충재와 처분용기 경계면에서의 온도 제한 값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하였다. 설계된 완충재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이중구조 완충재 개념을 도입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완충재에 첨가재를 이용하여 완충재의

열 확산 성능 및 요오드 흡착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첨가재를 대상으로 특허가 출원 중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단계에서는 새로운 고준위폐기물 특성에 맞는 처분개념 개발과 맞추어 적절한

완충재를 개발하였으며, 완충재 성능 향상을 위하여 요오드 흡착능 향상 확인을 위

한 실험과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이중구조 완충재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현재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중인 핀란드

POSIVA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대한 예비 개념설계를 수

행하였다. 지상시설의 기능 및 공정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과 처분일정을 결정하여 최적의 포장공정을 도출하였다. 지하시설의 심도는 지화

학 환경 특성, 지열구배, 인간 침입 등을 고려하여 지표면으로부터 500미터로 결정

하였으며, 지하시설 설계의 핵심인 처분공 간격 및 처분동굴 간격 결정을 열-구조

연계 해석을 통하여 자체 설계하였다. 계산결과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터널 간격

은 40미터, 처분공 간격은 6미터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OSIVA와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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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지하 처분시스템(그림 2-4)을 설계하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지하 처분

시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파이로 공정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처분개

념을 도입하여 처분밀도를 향상시키고 회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처분개념을 도입하고

자 노력하였다.

지상시설과 지하시설 개념설계를 대상으로 국내 단가를 적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을 산출하였다. 개념설계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산정을 위한 기

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림 2-2.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방식을 이용한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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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1KDC-1 KDC-2KDC-2KDC-1KDC-1 KDC-2KDC-2

그림 2-3. 경량화에 성공한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도.

그림 2-4.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하시설 개념도(36,000 tU 사용후핵연료 기준). 초록색

부분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구역, 그 외는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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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외 기술개발 현황

2009년 말 기준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가 확보되어 처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

가는 미국, 핀란드, 스웨덴이다. 프랑스 경우도 Bure 부지가 거의 결정된 상태이며,

일본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자원 부지를 공모 중이다. 이와 같이 고준위폐기물 처

분사업이 많이 진행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처분시스템 개발 현황을 각 방벽별로 분

석하였다.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방벽은 공학적방벽(처분용기와 완충재)이

며, 주요 시설로는 지상 및 지하 처분시스템이다.

1. 처분용기 개발 현황

일본,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의 처분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처분용기의 사양을 조사하였다. 처분 대상이 되는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방식과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이 재처리하여 나온 고준

위 폐기물을 유리화하여 처분하는 방식 2가지가 있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재처리

폐기물만 처분대상이 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사용후핵연료도 함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처분용기의 재료로는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영국 등이 구리와 주철을 처분용기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탄소강, 벨기에는 스테인리스 강, 프랑스는 내부

식성 강철, 그리고 불포화 암반 내에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은 유일하게 값비

싼 Alloy 합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처분용기의 두께는 처분 환경과 처분기간을 고

려하여 정하고 있었으며, 두께는 25 ～ 110 mm로 다양하였다. 처분용기 수명은

사회적 수용성과 용기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짧게는 1,000년에서

100,000년으로 차이가 심하였다. 표 2-1에 각국의 처분용기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

하였다.

처분용기 개발 현황 분석결과 처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처분용기 개념은 거의 확정된 상태로서 처분용기의 제작에 따른 처분용기 수

명을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요 관심이었다. 특히, 처분용기 제작시 몸통 부분

과 뚜껑 부분의 용접 부위의 부식 수명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되고 있었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처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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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설계에 맞춘 20여톤의 실규모 처분용기를 직접 제작한 경험이 있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실제 제작된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 실증 시험도 수

행하였다. 각국의 처분용기 사양은 각 처분과제 프로젝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최종 개념의 확정은 지하 처분시설에 대한 특성 파악이

완료되어 처분시설에 대한 인허가 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는 심지층 환경이 비슷한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구리용기를 처분용기로 고려하고

있으나, 심지층의 염소이온 농도가 낮은 특성이 있어서 틈새 부식의 발생 가능성이

적으므로, 티타늄과 같은 passive 금속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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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 처분 폐기물
처분용기 재질 및 크기

(mm)

처분장 환경

심도 (m)

용기수명

(년)

일본
Vitrified waste

(borosilicate)

Carbon steel

OD 820, H 1730, t 190

(Forging, Butt Welding,

Ultrasonic, Helium leak

test)

Hard Rock

1,000,

Soft Rock

500

1,000

핀란드 Spent Fuel

Copper/Cast iron

OD 1050, H (BWR 4.8 m,

VVER 3.6 m, EPR 5.25m),

t 50

Crystalline

rock 400
100,000

스웨덴 Spent Fuel

Copper/Cast iron

OD 1050, H (BWR 4.8 m,

VVER 3.6 m, EPR 5.25m),

t 50

(Extrusion -Pierce and

Draw,-Forging, Friction

Stir Welding, Ultrasound)

Crystalline

rock 500
100,000

캐나다
CANDU Spent

Fuel

Copper/Cast iron

OD 1118, H 3867, t 25

Crystalline

rock
100,000

미국

Com. SNF

Co-Disp.

Naval SNF &

HLW

Nickel alloy 22

t 1"→2"(강화)

& Titanium drip shield

Unsaturated

rock

1200 feet

(366 m)

10,000 (EPA)

50,000 (DOE)

→ 100,000

(DOE: 강화)

영국
SNF (Magnox,

AGR, PWR)

Copper/Cast iron

t 100

Host rock

300~1,000

(undefined)

undefined

벨기에

UOX fuel,

MOX fuel,

vitrified waste

Stainless Steel 304
Boom clay

200
2,000

프랑스

Type C

Vitrified waste

(borosilicate)

P235 non-alloyed steel

t 55, OD 600, H 1600,

Casting
퇴적암 4,000

Type CU

SNF

(UOX, URE)

P235 non-alloyed

steel/carbon steel

t 110

표 2-1. 각국의 처분용기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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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들의 처분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완충재 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처분시스템에는 완충재가 포함되어 있

으며, 대부분 Na-벤토나이트를 주요 물질로 고려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Ca-벤토나이트도 후보 물질로서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 인허가 시점에 확정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각국이 설정한 완충재 설계 기준은 동일하지 않았으나 주로 수리

전도도, 확산계수, 열전도도, 최대 온도 등에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설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완충재 요건으로는 수리전도도와 열전도도이었다. 완충재 설계는 각

국의 처분 프로그램 개발에 맞추어 꾸준히 진화하고 있으며, 설계에 그치지 않고

제작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고 있었다. 완충재 제작은 실규모로 제작되고 있으나

제작 방법은 작은 블록을 제작한 후 조립하는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으며, 큰 규모

로 압축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펠렛 형태로 제작하여 완충

재와 암반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등의 연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연구개발의 핵심

은 완충재의 성능이 처분 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었

다. 외국의 완충재 특성을 요약하면 표 2-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건조밀도 1.6 g/㎤ 정도의 압축 벤토나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리전도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일본의 경우 완충재 두

께가 상당히 두꺼운 데, 향후 부지 확정 후 부지 특성에 맞는 처분시스템 설계 시

최적화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즉,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완충재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심지층 처분 개념은 서로 유사하였으며, 지하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방벽 역시 유사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은

심지층 처분을 제외하면 서로 자국의 지하 환경과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개념 개발

을 하고 있다. 각국의 처분개념을 그 특성에 따라 표 2-3과 같이 분류하였다. 또

한 각국의 처분개념을 표 2-4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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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로젝트 재료 밀도 (g/cm3) 두께 (mm)

스웨덴

PASS MX 80 Na-bantonite 2.0 - 2.1 (포화밀도) 350

JADE MX 80 Na-bantonite 2.0 (포화밀도) 290

SR-CAN
MX 80 Na-bantonite/

Deponit CA-N

2.0 (포화밀도: 1.57

건조밀도)
315

핀란드 KBS-3H MX 80 Na-bantonite 1.887 (건조밀도)
수퍼

콘테이너

일본 H-12

Kunigel

V1(Na-bentonite)

+sand (70:30)

1.6 (건조밀도) 700

프랑스
Argile

(SNF)

MX-80 Na-bentonite

+sand
1.6 (건조밀도) 800

캐나다 buffer Na-bentonite + sand 1.67 (건조밀도) 최소두께 500

표 2-2. 각국의 완충재 현황

처분 개념 해당 국가

폐기물 종류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일본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

물 처분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독

일, 한국

폐기물 준위에

따른 처분개념

고준위폐기물 단독 처분
미국, 일본,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핀

란드, 독일

고준위폐기물-중준위 장반

감기 폐기물 처분
프랑스, 영국, 스위스, 한국

처분 형태

수평 동굴 처분 미국

수직 처분공

사용후핵연료-수직

유리화-수평
프랑스, 한국

2가지 개념 모두 검토 스웨덴, 핀란드, 일본, 캐나다

표 2-3. 처분 개념에 따른 국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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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처분개념 지상 시스템 지하 시스템 비고

스

웨

덴

SKB

보고서

- 처분대상 :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 KBS-3, 화강암반(포스마크)

- 1일 1 처분용기 포장 : 210 개/년

- CLAB와 연계, 인허가신청 : 2008. 6

- 처분용량 : 총 4500개 용기 (시험/정상)

- 부지선정 : 포스마크, 2009.

핀

란

드

POSIVA

보고서

- 처분대상 : 사용후핵연료

- KBS-3, 화강암반(올킬루오토)

- 연간최대 포장용량 : 100, 평균 60개

- 통제구역, 비통제구역

- 처분용량 : 5643 tHM

- 처분면적 : 약 1.5 ㎢ (심도 420, 520)

표 2-4. 각국의 처분개념, 지상시스템 및 지하시스템 개발 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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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처분개념 지상 시스템 지하 시스템 비고

일

본

H12

보고서

. 03-04

- 대상: 유리화 HLW 40,000 개

- 암반: 경암반(1000m), 연암반(500m)

- Overpack 시설, 폐쇄암 저장시설 등

- 면적 : 약 1 km x 1 km

- 6개 파넬 : 3.5 km x 1.5 km

- 처분터널 길이 : 약 270 km

프

랑

스 HLW 처분개념 S/F 처분 개념

(완충재 없음) (완충재 충진)

Dossier

agile

Dossier

granite
- 대상: 유리화 HLW, 사용후핵연료,

B type

- 암반: 점토, 화강암

- 지상 4개 존 구성: 약 2 ㎢

. 원자력존, 작업존, 행정존, 버럭저장

- 진업터널 없이 4개 샤프트

- 고준위구역: 5 ㎢ /중준위구역: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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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처분개념 지상 시스템 지하 시스템 비고

미

국

sci.

Enrg.

Report

- SF, HLW, Defense Waste: 7 만톤

- 응회암(Tuff), 장기 보관 후 폐쇄

- 시설 설계수명 : 최소 50년

- 회수고려 : 처분용기 저장(2500)공간

- 지표하 최소 200m, 지하수면상 150m

- 약 1,250 에이커 (약 5.1 ㎢)

스

위

스

NTB

02-02

- 처분대상 : 유리고화 폐기물

- 압축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 펠렛
-

- 처분터널(7° 경사) : L800, 간격 40,

- 처분구역 : 심도 650 m, 1.5 x 1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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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처분개념 지상 시스템 지하 시스템 비고

영

국

- NDA

보고서

- 처분대상 : AGR/PWR SF, HLW

- SF: 4050개, HLW: 4480 개
-

- 심도 : 200 - 1000 m

- SF+HLW구역: 약 3 ㎢, ILW: 약 1.3 ㎢

독

일

DBE

보고서

- 처분대상: SF, HLW

- 처분용기-완충재 사이: Isolator

- 완충재: Bentonite+Graphite

- 지상시설: Encapsulation

- SF: Drift 처분개념 - 수평처분

- HLW: Borehole 처분 - 수직처분

- KBS-3 수직처분형, Borehole: 18 m

- Borehole 하부에 Lower d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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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처분개념 지상 시스템 지하 시스템 비고

캐

나

다

C-Tech

보고서

- 처분대상: CANDU 사용후핵연료,

화강암반

- 수직/수평처분, 수평처분

- 지상시설에서 처분용기+벤토나이트

자켓 제작 후 지하로 이송

- 4개 Section ( 661 x 653 m/section)

- (120 만 bundle) 총 1.4 x 1.4 km

벨

기

에

- SAF IR

2

- 처분대상: SF, HLW, 수평처분 개념

- 콘크리트 완충재, 시멘트 뒤채움재
-

- 심도 230m, Boom clay 층

- 처분터널길이 800 m, 간격 :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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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

발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하여 교과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의 일부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장기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하며, 그 특

성이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처분시스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발

생된 폐기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처분시스템 개

발은 고준위폐기물 처분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파

이로 공정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일

본,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성능 검증을 통

해 우리 기술의 우월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지하 처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공학적방벽의 성능향상을 위해 개발하고 있

는 처분용기의 새로운 제작법과 이중구조 완충재 개념의 경우 소규모 제작 및

성능 시험, 개념설계 및 성능 평가 등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대

한 추가의 연구가 지원되어 실규모로 제작될 경우 많은 국가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2가지 개념인 복층 처분시스템과

회수성을 이용한 처분터널 개념은 기존 처분개념에 비해 처분밀도를 크게 증

가시켰으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개념에 대한 실증 연구가 수행

되어 성능이 확인될 경우 처분 연구 결과의 우월성을 갖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용후핵연료 국가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방

안이 기술적, 경제적 분석 등을 통해 제공되어, 국내 여건에서 정책 입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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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분

야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함.

항목
상대적인 국내 기술수준 : 3단계 종료 근거

스웨덴/핀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처분용기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완

성

∙실규모 성능시

험 진행중

∙최종 처분용기

개발 중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최종 TAD 처

분용기 인허가 중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완

성

∙최종 처분용기

개발 중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완

성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소규모 제작기

술 개발 중

∙새로운 제작기

술 개발 중

∙추정 기술수준

*: 50%

완충재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중

∙실규모 시험 진

행 중

∙최종 완충재 설

계 진행 중

∙해당없음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중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중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중

∙신개념 완충재

개발

∙추정 기술수준

*: 70%

지하처분시

스템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처분심도 URL

운영 중

∙최종처분 부지

확보 및 건설 착

수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처분심도 URL

운영 중

∙최종처분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중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처분심도 URL

운영 중

∙최종처분 부지

확보 중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처분심도 URL

건설 중

∙최종처분 부지

확보 중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지하처분연구시

설(KURT) 운영

중

∙추정 기술수준

*: 50%

표 2-5.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기술의 선진국과의 수준 비교

* 추정기술수준: 본 과제 책임자의 관련 분야 경험에 따른 주관적 수준임. 개념설

계-성능평가 기술 확보는 50% 인정하였음. 실제 제작 경험이 있을 경우 70%. 실

규모 성능시험 수행 80% 인정. 선진국과 동일한 혹은 우월한 기술 확보시 100%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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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준위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개발

1. 개 요

선진핵연료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경

주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에 수용될 수 없는 폐기물, 즉,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하

나로 사용후핵연료, 선진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원자력시설 해체

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심지층 처분시스템이다.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및 선진핵연료주기 고준위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

기서 선진핵연료주기란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일정기간 냉각한 후

건식공정처리하여 초우라늄(transuranics, TRU)은 회수하여 고속로의 핵연료로 만

들어 재사용(recycling)하고, 핵분열생성물 중에서 반감기가 길어 처분 측면에서 중

요한 요오드(I) 및 테크네튬(Tc)는 따로 분리하여 고속로 내에서 소멸시키고, 핵연

료 피복재 등의 금속과 기타 핵분열생성물만을 따로 분리하여 심지층에 처분하는

개념을 갖는 핵연료 주기를 말한다. 물론 고속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도 건식

공정처리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처분해야할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

고, 자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상폐기물을 장기간 안전관리하기 위한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

해서는 열 해석, 구조 해석, 방사선차폐 해석 등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각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붕괴열, 핵종 조성, 방사능 등과 같은 방사선

원항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질량 및 부피와 같은 기초정보 또한 필요하다. 이들을

본 보고서에서는 선원항(source term)이라 총칭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들 선원항

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각 대상 폐기물별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선원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압경

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초정보를 도출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초정보는 사용전 핵연료의 제원, 원자로 내 조사이력, 원자로 방출 후 저장

이력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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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방대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선진핵연료주기 고준위폐기물을 파이로 건식처리공정 물질

흐름을 반영하여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준

위폐기물이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에서 발생하므로 이 폐기물의 질량

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역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전 핵연료의

제원, 원자로 내 조사이력, 원자로 방출 후 저장 이력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다만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운전 중에 핵연료를 장전(on-power refueling)하

므로 가압경수로와 달리 핵연료를 모두 빼서 다시 재배치하기(shuffling)가 없어 연

소이력은 비교적 간단하여 방출되는 핵연료의 연소도 또한 비교적 균일한 편이다.

참고로 중수로의 경우에는 3～4일에 한 번씩 핵연료를 교체하며 교체되는 채널에는

여덟 다발씩 한꺼번에 장전하므로 네 다발은 한 번에 교체되고 네 다발은 두 번 장

전만에 교체되는 특성이 있다.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 관

리가 필요하며, 가압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비교적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한주기당 18봉 핵연료집합체 두 다발과 36봉 핵

연료집합체 세 다발을 교체하므로 발생하는 원자로 수명동안 발생하는 양은 많지

않으나 선원항 도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원자로 해체폐기물의 경우에는 원자로의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폐로후 원전 해체시만 발생하므로 물량 예측은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비교

적 쉽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방사선원항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방

사선원항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한 호기당 30

0～700 ㎤ 정도의 장반감기 폐기물(Greater-Than-Class C, GTCC)이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1], 중수로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 자

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반감기 방사성폐기물 등급 이상에 대한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핵연료 물량예측 프로그램,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프로그램, 해

체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본 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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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내용을 본 절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2. 사용후핵연료 물량예측 프로그램

가. 개요

2010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고리, 영광, 울진에 16기의 가압 경수로 원전을, 월

성에 4기의 중수로 원전을 운전 중에 있다. 또한 신고리에 전기출력 100만 킬로와

트(kW)급 두 기 및 140만 kW급 2기의 가압경수로를, 신월성에 2기의 100만 kW급

가압경수로 원전을 건설 중에 있다. 2008년 8월 발표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

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점유율을 현 ～35 % 에서 59 %로 확대시킬 계

획이며[1-2], 동년 12월 지식경제부에서 확정 고시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3]에 의하면 원전 10기를 추가로 건설하여 2022년까지 원전 설비점유율을 32.6

%, 원전 발전점유율을 47.9 %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표 1.1은 『제4차 전력수

급기본계획』을 반영한 우리나라 원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에서 매년 1기당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고리 1,2 호기와 같은 60만

kW급 가압 원전에서는 약 14 톤, 영광 1,2호기와 같은 100만 kW급 원전에서는 18

톤, 울진 3,4 호기와 같은 한국표준형 100만 kW급 원전에서는 약 19톤, 월성의 중

수로 원전에서는 호기당 매년 약 97톤이 발생하고 있다[1-4]. 이처럼 발생하는 사

용후핵연료의 양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 결정이나, 심지층 처분시스템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

나. 국내 원자로 특징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가압경수로 원전은 웨스팅하우스형 고리 1호기, 웨스팅하우

스형 고리 2호기, 웨스팅하우스형 고리 3 & 4, 영광 1 & 2, 울진 1 & 2 호기, 한국

형원전 영광 3～6, 울진 3～6호기로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광 3 &

4호기는 엄밀히 말해 한국형 원전은 아니지만 한국형 원전의 효시로서 제원이 한국

형 원전과 동일하므로 같은 그룹으로 취급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원전의 노심특징이 중요하며 이

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587 메가와트(MWe) 전기출력을 갖는 고리 1호기

의 경우는 노심 내에 총 121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며, 재장전시마다 약 4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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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정도가 교체된다. 고리 2호기의 경우는 장전되는 총 핵연료집합체 수 및 재장

전시 교체되는 다발 수는 고리 1호기와 동일하나, 총 전기출력이 650메가와트

(MWe)로 약간 높고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 제원도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간 다르다. 고리 1호기 및 2호기는 약 13개월의 재장전 주기를 갖으며, 다른 원전

에 비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 원전의 신핵연료 다발에 장전되는 핵연료의 초기

농축도는 3.8wt.%이다. 전기출력 950 메가와트(MWe)를 갖는 웨스팅하우스형 원전

은 약 17개월의 재장전 기간을 갖고 있으며, 노심 내에는 총 157 핵연료집합체, 한

번 재장전시마다 약 65다발을 교체한다. 한국형 원전에는 177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며, 전기출력은 1,000 메가와트(MWe), 재장전주기는 16개월, 재장전시마다

약 65다발의 핵연료집합체가 교체된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 중 고리 1 & 2 호기

를 제외한 원전에 장전되는 신핵연료의 농축도는 모두 4.5wt.%이다.

중수로 원전의 경우에는 가압경수로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데, 원자로는 총 380개

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한 채널당 12개의 핵연료다발이 장전되어, 총 4,560개의

핵연료다발이 노심에 장전된다. 원자로 운전 중에 3～4일 주기로 3～4개 채널의

핵연료를 교체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며, 교체되는 채널은 한번에 8개의 핵연료

가 교체된다. 핵연료는 평균 약 300일 정도 노심 내에 존재하며, 노심중앙에 장전

되는 핵연료는 약 6개월, 노심 외곽에 장전된 핵연료는 약 2～3년 정도 노심 내에

서 연소되는 특징을 갖는다.

표 1.2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노심특성 및 핵

연료의 제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림 1.1은 한국 표준형 원전의 노심 내 핵연

료 장전 배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2는 중수로 원전의 노심내 핵연료채널

장전 배치도를 나타낸다. 중수로의 경우 그림에서 보여주는 채널당 횡방향으로 12

개의 핵연료다발이 장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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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수 발전소명 원자로형 용량(MW) 건설착수 운전개시 비 고

운

전

중

(20)

1 고리1 PWR 587 '72. 5 '78. 4

2 고리2 PWR 650 '78.11 '83. 7

3 고리3 PWR 950 '79.12 '85. 9

4 고리4 PWR 950 '79.12 '86. 4

5 월성1 CANDU 679 '78. 2 '83. 4

6 영광1 PWR 950 '81.12 '86. 8

7 영광2 PWR 950 '81.12 '87. 6

8 울진1 PWR 950 '83. 1 '88. 9

9 울진2 PWR 950 '83. 1 '89. 9

10 영광3 PWR 1,000 '89.12 '95. 3

11 영광4 PWR 1,000 '89.12 '96. 1

12 월성2 CANDU 700 '92. 8 '97. 7

13 울진3 PWR 1,000 '93. 7 '98. 8

14 월성3 CANDU 700 '94. 2 '98. 7

15 울진4 PWR 1,000 '93. 7 '99.12

16 월성4 CANDU 700 '94. 2 '99.10

17 영광5 PWR 1,000 '97. 6 '02. 5

18 영광6 PWR 1,000 '97. 6 '02.12

19 울진5 PWR 1,000 '99. 1 '04. 7

20 울진6 PWR 1,000 '99. 1 '05. 4

건설

중

(6기)

21 신고리1 PWR 1,000 '05. 5 '10.12

22 신고리2 PWR 1,000 '11.12

23 신월성1 PWR 1,000 '05. 5 '12.03

24 신월성2 PWR 1,000 '13.01

25 신고리3 PWR 1,400 '13.09

26 신고리4 PWR 1,400 '14.09

계획

중

(6기)

27 신울진1 PWR 1,400 '15.12

28 신울진2 PWR 1,400 '16.12

29 신고리5 PWR 1,400 ‘18.12

30 신고리6 PWR 1,400 ‘19.12

31 신울진3 PWR 1,400 ‘20.06

32 신울진4 PWR 1,400 ‘21.06

표 1.1.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및 건설 계획 (2022년까지) (2010년 01월 기준)

* 지식경제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77호,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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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KR 1 KR 2 KR 3&4 YG 1&2 UC 1&2
YG 3&4

UC 3&4

YG 5&6

(UC 5&6)

N KR 
1&2

N WS 
1&2

N KR 
3&4

N UC 
1&2

Wsg 
1~4

Reactor
Type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CANDU

Rod Array 14×14 16×16 17×17 17×17 17×17 16×16 16×16 16×16 16×16 1/6/12/1
8

F

U

E

L

 

A

S

S

E

M

B

L

Y

Supplier WH KOFA WH KOFA WH KOFA V5H WH KOFA V5H
FRA

M KOFA V5H
ABB-C

E KSFA KSFA PLUS7  FSAR  PSAR KAERI

STD OFA KWU STD KWU STD OFA KWU OFA KWU STD KWU (KSFA) Guardian Guardian - - CANDU
Rod/Ass.
Ass./Core

179
121

235
121

264
157

264
157

264
157

236
177

236
177

236
177

236
177

 236
241

37
12 ´387

Total 
Length(㎝)

Fuel 
Length(㎝)
Width(㎝)

405.7

365.8

19.72

405.8

365.8

19.72

405.8

365.8

21.4

405.8

365.8

21.4

405.8

365.8

21.4

452.8

409.4

20.7

 

20.25

(20.23)

452.8

409.4

20.7

452.8

409.4

20.7

-

-

-

49.63

38.9

f10.25

O.D of 
Rod(㎜)

Clad 
Thick.(㎜)

10.7

0.62

10.2

0.62

10.75

0.65

9.5

0.57

9.5

0.57

9.5

0.57

9.14

0.57

9.5

0.64

9.5

0.57

9.14

0.57

9.5

0.64

9.5

0.57

9.5

0.57

9.5

0.64

9.5

0.57

9.91

0.635

9.52

0.57

9.7

0.64

9.5

0.572

9.7

0.64

9.5

0.57

12.2

0.57

Total 
Weight(㎏)

Uranium
(㎏)

Zircaloy
(㎏)

578

400

91.4

515

367

99.7

570.8

382

120

594

410

98.6

584

392

119

665

461

110

616

424

117

659.7

440

140

672

426.5

122.2

616

424

117

659.7

440

140

672

426.5

122.2

665

461

110.5

659.7

440

140

672

426.5

122.2

653.6

428

135

651.0

432

138

 653.6

 432

138 

653.6

432

138

651.9

432

138

639.6

432

138

23.6

19.1

4.5

Enrichment 2.1~3.8 1.6~3.8 1.6~4.5 1.6~4.2 1.6~4.5 2.4~4.5 1.42~4.5   0.71

표 1.2. 국내 운영/건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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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압경수로 원전 핵연료 장전모형의 예(울진 6호기).

그림 1.2 중수로 원전 핵연료 채널 장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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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평가 방법

각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

지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재장전주기 모델로서 이 모델에서는 각 원자

로가 재장전 주기에 도달하면 일정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다. 이 모델은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델 1: 재장전주기 모델

k
cbk

c

t

t

n

i b

k
ck

c
k
f Ldttt

MN
LCC +

ú
ú
û

ù

ê
ê
ë

é
÷÷
ø

ö
çç
è

æ
-+= òå

+

=

)(
12/

sin
99.0

1

pd
(1.1)

여기서, bN = 원자로 호기 k의 노심 배치(batch) 수,

t = 운전연도 (calendar year),

k
cM = 주기길이 (month),

bt = 기준 연도(calendar year).

두 번째는 방출연소도 모델로서 이 모델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사용자

에 의해 정의된 방출연소도에 도달하면 일정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다. 이 모

델은 식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델 2: 방출연소도 모델

k
c

n

i
kk

k
kk

c
k
f L

B
LPCC å

=

++=
1

1365
e (1.2)

여기서, kP = 원자로 호기 k의 전기출력 [MWe],

kL = 원자로 호기 k의 이용율(%),

ke = 원자로 호기 k의 열효율,

kB = 원자로 호기 k의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 [MWd/tU].

세 번째는 연평균방출량 모델로서 이 모델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향후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각 호기 당 연간 발생량을 산출하고 원자로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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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안에는 각 호기 당 해마다 해당량씩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사용

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예측한다. 이 모델은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델 3: 연평균 방출량 모델

k
c

n

i

k
avg

k
c

k
f LDCC ++= å

=1 (1.3)

여기서,
k
avgD = 원자로 호기 k의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MtU/yr]을 의미한다.

앞서의 모든 식에서 기호 
는 k호기에 대한 최종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의미

하며, 
는 이전 연도까지의 사용후핵연료 실제 발생 누적량, 

는 노심 내 핵연료

총장전량, n=원자로 연구정지 시까지 향후 남은 운전기간(연도기준)을 의미한다.

모델 1 및 2는 주기길이 및 방출연소도가 변수로 입력되므로 장주기 운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모델 2는 핵연료의

방출연소도를 늘임으로써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델 3은 각 원자로별로 과거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력을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평가프로그램

1) 입력창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3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

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중 24기는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며, 4기는 가압중수로형 원

전이다. 개발된 프로그램 첫 화면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국내 원전에 대한 운전수

명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을 위한 계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2단계 입력창에서는 첫 번째 입력 창에서 선택된 발전소에 대한 운전수명을 선택

해야한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화면 우측에는 “All 40 year", "All 50 year",

"All 60 year", "Default" 네 개의 선택 버튼이 있다. 각 버튼은 모든 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40년, 50년, 60년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Default" 버튼은 초기 운전수명 값

을 불러온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수명을 모두 선택한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그림 1.4의 3단계 입력창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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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원전 운전수명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모델 선택 창.

그림 1.4. 원전 수명선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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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입력창에서는 그림 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택된 각 원자로 호기에

대한 재장전주기 및 노심배치(batch)를 입력하게 된다. 여기서 입력된 변수는 재장

전주기 모델 공식에 반영되어 사용후핵연료 예측물량 계산에 이용되며, 첫 번째 입

력창에서 재장전 주기 모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4단계 입력 창에서는 그림 1.6과 같이 선택된 각 원자로 호기에 대한 사용후핵연

료의 방출연소도 및 이용률을 입력하게 된다. 여기서 입력된 변수는 방출연소도

모델 공식에 반영되어 사용후핵연료 예측물량 계산에 이용되며, 첫 번째 입력 창에

서 방출연소도 모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2) 프로그램 해석결과 창

프로그램 실행 이후 해석 결과 창은 총 여섯 개의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다. 호

기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등이다.

호기별,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누적량은 첫 번째 입력창에서 선택한 계

산 모델 별로 그래프를 보여 준다. 또한 사용자가 그래프의 한 지점을 선택하면, 그

지점의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계산 값이 그래프 상단에 표시되게 된다. 그림 1.7과

1.8은 각 계산모델에 대한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및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9는 그래프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래프 포인트에

해당하는 연도에 대한 값을 상단에 표시해 주는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0과 1.11은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및 발생량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

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도별 사용후핵연료의 누

적량 및 발생량 변화 추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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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재장전 주기 및 노심배치 입력 창.

그림 1.6. 사용후핵연료 방출연소도 및 이용률 입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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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각 계산모델별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그래프.

그림 1.8. 각 계산모델에 따른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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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그래프 정보 표시 창.

그림 1.10.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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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그래프.

그림 1.12와 1.13은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및 발생량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

다. 현재 각 원전부지에는 한정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의 한계치에 근접할 때마다 호기 간 이송 및 조밀렉 설치를 통해 저장용량 확장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각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서 나오는 연도

별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 및 발생량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저장용량 확장사업 및

호기 간 이송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소내 저장시설이나 중

간저장시설 설치 계획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14와 1.15는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및 발생량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연도별 사용후핵연료의 총 누적량 및 발생량을 쉽게 알 수 있

으므로 중간저장 시설의 규모나 단계별 건설계획 등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에 관한 국가 장기 계획 수립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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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그래프.

그림 1.13.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그래프.



- 45 -

그림 1.14.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그래프.

그림 1.15. 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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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총 사용

후핵연료 물량을 계산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방사성폐기물 안

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http://wacid.kins.re.kr/SNF/snf10.aspx)에 공개되어 있는

2007년 말 기준의 사용후핵연료 누적정보와 비교하였다.

정부에서 확정 고시한 2020년까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

터 1,000 MW급 원자로가 4기, 1,400 MW급 원자로가 4기, 즉, 향후 2020년까지 8

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총 28기의 원전이 가동될 예정이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총 28기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수명을 표 1.3과

같이 결정하였으며, 예측 물량을 계산하기 위해 연평균방출량 모델을 선택하였다.

계산 결과, 각 원전 수명 동안 발생되는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39,746 MtU이

다. 각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총 누적량은 표 1.4와 같다. 또한 2007년 12월 기준

실제 누적량과 프로그램의 결과 값 비교(표 1.5) 결과 2007년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계산된 결과 값과 실제 누적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원자력발전소 [Unit] 운전수명 [년]

고리 #1, 2, 3, 4 40

울 진 #1, 2, 3, 4, 5, 6 40

영 광 #1, 2, 3, 4, 5, 6 40

월성 #1, 2, 3, 4 (CANDU형) 40

신월성 #1, 2, 신고리 #1, 2 (OPR-1000) 60

신고리 #3, 4, 신울진 #1, 2 (APR-1400) 60

표 1.3. 각 원전별 운전 수명

원자력발전소 부지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MtU]

고 리 8537.2

울 진 8165.2

영 광 4943.2

신 월 성 2370.0

월 성 15730.5

총 계 24,015.6

표 1.4. 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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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부지

프로그램 계산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MtU]

실제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MtU]

오차

(%)

고 리 1619.9 1623.02 0.1

울 진 1156.7 1213.43 4.6

영 광 1432.2 1491.08 3.9

월 성 5039 5092.33 1.0

총 계 9,247.8 9,419.86 1.8

표 1.5. 2007년 12월 기준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비교

3.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가. 개요

선진핵연료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선원항을 도출하기 위해

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현황과 향후 발생할 양을 분석해야 한다.

표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장전시 핵연료

의 초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가 각각 다르다. 또한, 표 1.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노심설계 특성과 노물리 변수가 달라 연소되는 특성이 다르며, 악티나이드 핵종 같

은 경우는 핵연료가 원자로 내에서 조사에 따라 생성되는 특성도 다르다. 즉, 2008

년 말 기준으로 11,129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었지만, 동일한 선원항을

갖는 사용후핵연료는 없다.

이처럼 다양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각각의 사용후핵연료 선원항을 고려하여 처

분시스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핵임계 해석과 같

이 중대사고와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적 측면에서의 극한 값(bounding

value)을 사용하고 열 해석과 같이 성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공학적

판단(engineering judgement)하에 평균값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갖는 값을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이와 같은 극한 값이나 공학적 설계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

내 발생 사용후핵연료의 농축도, 연소이력 등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해야

하며, 이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었

다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실

수의 가능성으로 인해 신뢰도 또한 항상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신뢰도를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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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중수로에서 발생된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U-235의 초기 농축도(천연우라늄을 사

용하므로 엄밀해 말해 우라늄 내 U-235의 존재비라는 용어가 타당함)가 모두 동일

하고, 경수로와 달리 핵연료 배치(batch) 개념도 없고, 노물리 설계 특성도 동일하

다. 따라서 각 사용후핵연료를 보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초기농축도 및

연소이력 측면에서 분포가 단순하고, 분석요구도 자주 야기되지 않으므로 현황분석

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런 배경으로 데이터베이스 분석 전용 프로그램은 개발

하지 않았으며, 단지 현황분석 자료만을 생산하였다.

Design Type Westinghouse CE Type

Assembly type 14x14 16x16 17x17 16x16

Fuel assembly name OFA* STD* STD V5H* KSFA Guar. PLUS7

No of rods per assembly 　 　 　 　 　 　 　

– Fuelled 179 235 264 264 236 236 236

– Unfuelled 17 21 25 25 5 5 5

Overall assembly length (cm) 406.3 406.3 405.8 406.3 452.8 452.8 452.8

Overall assembly width (cm) 19.7 19.8 21.4 21.4 20.7 20.7 20.7

Rod length (cm) 386.8 384.5 385.7 386.59 409.37 409.37 409.45

Rod pitch (cm) 1.412 1.232 1.26 1.26 1.285 1.285 1.285

Rod outer diameter (mm) 10.16 9.5 9.5 9.5 9.7 9.7 9.5

Rod inner diameter (mm) 8.926 8.357 8.357 8.357 8.43 8.43 8.36

Clad material Zirlo Zry-4 Zry-4 Zirlo Zry-4 Zry-5 Zirlo

Clad thickness (mm) 0.617 0.572 0.572 0.572 0.635 0.635 0.572

Active Fuel length (cm) 365.76 365.76 365.76 365.76 381 381 381

Pellet length (mm) 10.49 9.83 9.83 9.83 9.91 9.91 9.83

Pellet outside diameter (mm) 8.748 8.192 8.192 8.192 8.26 8.26 8.192

Pelletdensity(g/cm3orTD) 95% 95.25% 94.5% 95% 95% 95% 95%

표 1.6. 가압경수로 원전 로물리 변수 예

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자료수집 및 분석

2007년까지 발생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각 사용후핵연료 다발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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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로 장전 핵연료 내의 U 질량, UO2 질량,
235U 및 238U 장전량과 연소후 사용

후핵연료 내의 235U 및 238U 잔존양, 239Pu, 240Pu, 241Pu, 242Pu 잔존양, 방출연소도, 핵

연료 공급원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1-5]. 여기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초기 235U 및 238U 장전량과 방출연소도이며, 사실상 조사후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핵종의 양은 필요시마다 전문가가 직접 방사선원항을 생산하여 사용하므로 큰 의미

는 없다. 표 1.7은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수집 데이터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

다. 데이터베이스는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MBA_CODE BATCH_NAME   U_WT     UO2_WT    U235_WT    U238_WT  S_U235_WT  S_U238_WT   PU239_WT   PU240_WT   PU241_WT   PU242_WT    BURN_CR ORIGIN

-------- ----------------- ---------- ---------- ---------- ---------- ---------- ---------- ---------- ---------- ---------- ---------- -----

KOF1     A925050    19.129       21.7       .136     18.993       .051     18.876       .044       .016       .003       .001     1.5238 AS    

KOF1     A925051    19.129       21.7       .136     18.993       .046     18.866       .045       .018       .004       .001     1.6708 AS    

KOF1     A925052    19.129       21.7       .136     18.993       .047     18.867       .045       .018       .004       .001     1.6529 AS    

KOF1     A925053    19.129     21.701       .136     18.993        .04     18.851       .046        .02       .005       .001     1.8794 AS    

KOF1     A925054    19.129       21.7       .136     18.993       .046     18.864       .045       .018       .004       .001     1.6897 AS    

KOF1     A925056    19.129       21.7       .136     18.993       .046     18.864       .045       .018       .004       .001     1.6871 AS    

KOF1     A925057    19.129       21.7       .136     18.993        .05     18.874       .044       .016       .003       .001     1.5615 AS    

KOF1     A925058    19.129       21.7       .136     18.993        .04      18.85       .046        .02       .005       .001     1.8768 AS    

KOF1     A925059    19.129       21.7       .136     18.993       .033     18.827       .047       .024       .006       .002     2.1921 AS    

KOF1     A925060     19.13     21.702       .136     18.994       .033     18.829       .047       .024       .006       .002     2.1948 AS    

KOF1     A925061    19.123     21.694       .136     18.987       .046      18.86       .045       .018       .004       .001     1.6762 AS    

KOF1     A925062    19.123     21.694       .136     18.987       .047     18.861       .045       .018       .004       .001     1.6567 AS    

KOF1     A925063    19.123     21.694       .136     18.987       .052     18.875       .043       .015       .003       .001     1.4723 AS    

KOF1     A925064    19.123     21.694       .136     18.987        .05      18.87       .044       .016       .003       .001     1.5436 AS    

KOF1     A925065    19.123     21.694       .136     18.987        .05      18.87       .044       .016       .003       .001     1.5421 AS    

KOF1     A925066    19.123     21.694       .136     18.987       .053     18.875       .043       .015       .003       .001     1.4666 AS    

KOF1     A925067    19.124     21.695       .136     18.988        .05     18.871       .044       .016       .003       .001     1.5367 AS    

KOF1     A925068    19.123     21.694       .136     18.987       .033     18.822       .047       .024       .006       .002     2.1896 AS    

KOF1     A925069    19.123     21.694       .136     18.987       .033     18.821       .047       .024       .006       .002     2.2086 AS    

KOF1     A925070    19.123     21.694       .136     18.987       .039      18.84       .046       .021       .005       .001       1.94 AS    

KOF1     A925071    19.123     21.694       .136     18.987       .048     18.866       .044       .017       .004       .001     1.5942 AS    

KOF1     A925072    19.123     21.694       .136     18.987       .045     18.858       .045       .018       .004       .001     1.7028 AS    

KOF1     A925073    19.123     21.694       .136     18.987       .045     18.857       .045       .018       .004       .001     1.7159 AS    

KOF1     A925074    19.124     21.695       .136     18.988       .053     18.877       .043       .015       .003       .001     1.4541 AS    

KOF1     A925075    19.135     21.707       .136     18.999       .043     18.864       .045       .019       .004       .001     1.7747 AS    

KOF1     A925076    19.135     21.707       .136     18.999       .034     18.836       .047       .023       .005       .002     2.1508 AS    

KOF1     A925077    19.135     21.707       .136     18.999       .033     18.834       .047       .024       .006       .002     2.1836 AS    

KOF1     A925078    19.135     21.707       .136     18.999        .04     18.856       .046        .02       .005       .001     1.8792 AS    

KOF1     A925079    19.135     21.707       .136     18.999       .048     18.876       .044       .017       .004       .001     1.6088 AS    

KOF1     A925080    19.135     21.707       .136     18.999        .05     18.882       .044       .016       .003       .001     1.5363 AS    

KOF1     A925081    19.143     21.716       .136     19.007        .05     18.889       .044       .016       .003       .001     1.5364 AS    

표 1.7. 가압중수로 핵연료에 대한 수집자료 예

그림 1.16은 앞서의 수집데이터를 이용하여 월성 1호기에서 각 연도별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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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방출연소도 현황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출연소도에 있어 증가추세 또는 감소추세 같은 특이한 경향은 없음을

볼 수 있다. 월성 2, 3,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월성원전 전호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방출연소도의 평균값은 6,987

MWD/MtU, 표준편차는 1,167로 나타났다. 표 1.8에는 각 호기 및 월성 전호기를

대상으로 통계분석한 방출연소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기재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기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표연소도

선정이 필요한데, 평균값에서 단일 방향으로 1σ 유의수준(one-sided tolerance)을 설

정하면 기준사용후핵연료는 84%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대표 연소도는 8,100

MWd/MtU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이 값을 초과하는 사용후핵연료 즉, 16%

의 물량은 대표연소도보다 낮은 값을 갖는 84%의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처분용기에

장전하면 사용후핵연료 평균연소도는 충분히 대표연소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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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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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호기
방출연소도 분포 (MWD/tU)

평균 표준편차

Unit 1 6,923 941

Unit 2 7,005 1,123

Unit 3 6,858 1,249

Unit 4 7,010 1,188

전호기 6,987 1,167

표 1.8. 월성 각 호기의 방출연소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프로그램

1) 특성데이터 자료수집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에 필요한 처분 선원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현황과 향후추이(발생량, 농축도, 연소도, 냉각기간 등)를 예

측해야 한다.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건식공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핵연료의 특성자료들, 즉, 연소이력, 저장조건, 설계인자, 초기 농축도, 피복관 정

보, 연료형태, 발전소 운영 특성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며, 이는 건식공정처리 대상

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요소이다. 그림 1.17은 사용후핵연료의 각종

특성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보여준다.

국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보는 설계 자료와 집합체/연료봉의 연소이력 자료가

서로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분산은 원전 운영에는 큰 영향

이 없으나,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고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리

하는 관점에서는 각 자료들의 종합적인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그림 1.18과 같이 단일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각 운영주기별 연소이

력을 조사하여 최초의 설계 자료와 연계시키고, 최종적으로 건식처리 이전의 저장

이력인 냉각기간 정보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이력을 포함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에 입력하여야 한다.

파이로 공정처리를 배제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요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방안 수립측면에서도 중요하다.



- 52 -

그림 1.17.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그림 1.18. 노심 연소위치 및 연소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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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가압경수로 원전인 영광, 고리, 울진,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자료를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입력

된 자료는 핵연료집합체 고유 번호(ID), 핵연료 타입(fuel type), 집합체 배열(array),

초기농축도(enrichment), 초기 우라늄 장전량(initial U weight), 핵연료의 최초 장전

주기(initially loaded cycle), 핵연료 최초 장전일(loading date), 방출연소도

(discharge burnup), 원자로에서의 최종 방출일(discharge date), 핵연료 내 총 연소

거주기간(residence cycle), 피복재 종류(cladding) 등이며, 정리된 형태는 그림 1.19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총 11,129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

한 상태이며, 약 20만개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그림 1.19.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예.

2) 사용후핵연료 현황분석 프로그램

앞서의 데이터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필요시마다 수작업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

은 매우 힘들며 많은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 호기 및 부지에서 발생한 사용후핵

연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하여 핵연료 제원, 발생량, 농축도, 냉각시간,

방출연소도, 초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와의 관계 등의 정보를 발생 시간에 따라 분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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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은 사용후핵연료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초기화면 입력창을 나타낸다. 입

력창의 왼쪽 영역에서는 얻고자 하는 결과의 범주(category)를 지정할 수 있으며,

오른쪽 영역에서는 결과 값을 볼 수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원자로 호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얻고자 하는 결과 값에서 초

기농축도와 연소도 간격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Set Conditions 체크 박스 안에서

는 초기농축도, 방출연소도, 방출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상한 값 및 하한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리 1호기에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중에서 30,000

～ 50,000 MWD/MTU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농축도 별 물량을 산출하고 싶다

면, Select Unit 에서는 고리 1호기만을 체크하고, Set Conditions를 체크한 후

Discharge Date 란에는 0～10을, Discharge Burnup란에 30,000 ～ 50,000을 입력한

후, Get Data 버튼을 클릭하면 농축도별 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 농축도별 물량을

산출할 때, 농축도 간격을 default 값이 0.5보다 좀 더 세밀하게 얻고 싶다면,

Enrichment Step에서 원하는 숫자를 지정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력

창을 보면 원자로호기, 초기 농축도, 방출연소도, 냉각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

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자유도가 높고 광범위하게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20. 사용후핵연료 입력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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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은 출력창의 화면을 나타낸다. 화면에서 오른쪽 Result 영역에 사용자

가 얻고자 하는 현황분석 결과가 표기되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결과는

오른쪽 창에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표기되며, 이 그래프는 인쇄출력(Print 버튼), 파

일로 저장(Save 버튼), 클립보드로 저장(Copy 버튼), 데이터 파일로 저장(Data 버

튼) 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파일로 저장(Save 버튼) 기능은 텍스트 형식의 데이

터를 직접 얻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값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며, 다른 그래퍼(graph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생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22와

같이, 데이터 파일로 저장(Data 버튼) 기능을 실행하면 텍스트 형식의 파일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결과 값의 추출 범위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곱 개의

분류목록(category)을 지정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 값 역시 일곱 개의

분류목록으로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21. 사용후핵연료 출력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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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사용후핵연료 출력창 화면(결과 값 저장파일 예시).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분류5 분류6 분류7 출력 목록

부지

(고리,

영광,

울진)

호기

(고리1～4,

영광 1～6,

울진 1～6)

농축도

(0~5%)

방출연소도

(0~70

GWd/tU)

냉각기간

(0～50년)

물량

(질량,

다발)

연도

(장전일,

방출일)

핵연료 타입

핵연료 배열

발생량

초기농축도

방출연소도

냉각시간

초기농축도 vs.
방출연소도 vs.
발생량

표 1.9.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결과 값 도출을 위한 조합목록 및 결과목록

그림 1.23～1.38은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출력창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1.23은

검색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결과 값은 집합체 개수 기준으로도 표기되며, 사용후핵연료 데이

터베이스 내에는 각 집합체당 무게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질량 기준으로도 표

기되어 있다. 각 연도별로 발생한 양이 전체 양에 비해 누적기준으로는 얼마만큼



- 57 -

을 차지하는 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 그림 1.24에는 각 부지에 저장

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물량 분포를 보여준다. 이 역시 집합체 개수기준,

질량기준 및 누적률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25는 각 원자로

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집합체 개수 및 질량기준으로 분석된 발

생물량을 나타낸다.

연도별 발생량(집합체 개수)/누적율 결과화면 연도별 발생량(핵연료 질량)/누적율 결과화면

그림 1.23.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화면.

부지별 발생량(집합체 개수)/누적율 결과화면 부지별 발생량(핵연료 질량)/누적율 결과화면

그림 1.24. 부지별,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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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별 발생량(집합체 개수)/누적율 결과화면 호기별 발생량(핵연료 질량)/누적율 결과화면

그림 1.25. 호기별,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화면.

그림 1.26～1.28은 방출연소도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

1.26은 각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방출연소도에 대한 평균 값, 평균

에 대한 표준편차, 최대 방출연소도 값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7은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각 농축도별로 존재하는 물량을 보여주고 있

다. 물량은 집합체 기준으로도 생성되며, 질량기준으로도 생성된다. 그림 1.28은 각

연소도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량을 각 부지에 대해 집합체 개수 및 질량 기

준으로 제공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각 호기별로는 연소도에 대한 물량분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검색조건에서 원하는 호기만을 선택한 후 그림 1.27의 방출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결과를 가져오면 각 호기별에 대한 연소도 물량분포

를 얻을 수 있다.

연도별 방출연소도 분포(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그림 1.26. 연도별 방출연소도 분포 분석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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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개수) 연소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질량)

그림 1.27. 방출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예.

부지별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개수) 호기별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28. 부지별/호기별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예.

그림 1.29～1.31은 초기농축도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

1.29는 각 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초기농축도 장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농축도 현황은 장전시점 기준으로 각 연도별 현황이 제공되며, 또한 방

출시점을 기준으로도 각 연도별 현황분석 결과가 제공된다. 그림 1.30은 검색조건

을 만족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각 농축도별로 물량분포를 나타내며, 이는

집합체 개수 기준 및 물량기준으로 제공된다. 그림 1.31은 각 초기농축도 값에 해당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량을 각 부지에 대해 집합체 개수 및 질량 기준으로 제공하

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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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초기농축도 분포(장전일 기준) 연도별 초기농축도 분포(방출일 기준)

그림 1.29. 연도별 초기농축도 분포 분석결과 예.

초기농축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개수) 초기농축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질량)

그림 1.30. 초기농축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예.

부지별 농축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개수) 부지별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31. 부지별 초기농축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예.



- 61 -

그림 1.32는 초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관계 분포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각 초기농축도와 각 방출연소도에 해당하는 물량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영역에 사용

후핵연료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림 1.32에서 보듯이 초기농축도

4.0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상당부분이 40 GWd/tU의 근처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초기농축도 및 방출연소도에 대한 간격(bin)도 사용자가 검색조건 제공창의

‘Enrichment Step' 및 'Discharge Step'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간

격으로 분포를 얻어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초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관

계에 대한 회귀식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결과 값을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므로

이 자료를 회귀분석 전용프로그램에 적용하면 관계식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초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관계 분포(집합체 개수) 초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관계 분포(집합체 질량)

그림 1.32. 초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관계 분석결과 예.

그림 1.33 및 1.34는 냉각시간별 사용후핵연료 물량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집합체 개수 기준 및 물량기준으로 그래프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부지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호기별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검색조건에서 원하는 호기를 선택한 후 그림 1.33을 얻어내

면 각 호기에 대한 냉각시간대별 물량분포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그래프에서는

각 냉각시간별로 전체 양 대비 누적률도 제공된다. 즉 그림 1.33에서 냉각시간이 5

년 미만인 핵연료의 양은 약 5% 정도가 되며 정확한 값을 알고 싶다면 텍스트 파

일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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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개수)/누적율 냉각기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질량)/누적율

그림 1.33. 냉각기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예.

부지별 냉각기간에 따른 핵연료 발생량(집합체개수) 부지별 냉각기간에 따른 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34. 부지별 냉각기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예.

그림 1.35 및 1.36은 사용후핵연료 설계안(assembly design)별로 물량 분석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5는 각 설계안에 대해 연도별 발생물량 추이를 보여주

고 있으며, 그림 1.36은 각 설계안에 대한 총 물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집합

체 개수 기준 및 물량기준으로 그래프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각 부지별, 호기

별 데이터 분석결과는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검색조건에서 부지 및 호기

를 지정하고 분석하면,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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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타입에 대한 연도별 발생량(집합체 개수) 사용후핵연료 타입에 대한 연도별 발생량(집합체 질량)

그림 1.35. 사용후핵연료 설계안별 시간에 따른 물량분석 결과 예.

사용후핵연료 타입별 발생량(집합체 개수) 사용후핵연료 타입별 발생량(집합체 질량)

그림 1.36. 사용후핵연료 설계안별 물량분석 결과 예.

그림 1.37 및 1.38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핵연료봉 배열(array)

기준으로 물량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14×14, 16×16, 17×17 세

가지 연료봉 배열만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결과만을 제공함을 그림 1.37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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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배열에 따른 연도별 발생량(집합체개수) 집합체 배열에 따른 연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37. 집합체 배열별 시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예.

집합체 배열별 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개수) 집합체 배열별 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38. 집합체 배열별 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예.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 설계안, 집합체 배열, 초기농축도, 방출

연소도, 발생연도, 냉각시간, 부지, 호기 등을 자유자재로 조합하여 물량분포를 얻어

낼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파이로 건식처리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특

성 분포는 모두 얻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 1.10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년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대

상으로 방출연소도 45,000 MWD/MtU 이하인 핵연료의 현황을 발전소 부지별로 분

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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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부지 울진부지 영광부지 총 계 전체물량대비
분율(%)

MtU 기준 1,459 897 1,045 3,402

76.8
집합체 수 기준 3,522 2,210 2,816 8,548

표 1.10. 각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현황(방출연소도 45 GWD/MtU 이상)

사용후핵연료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1년 내내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시점마

다 간헐적으로 수행된다. 과거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표 1.10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까지는 기존에 사용후핵연료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추가적인 사용

후핵연료 정보 입력부터 결과를 얻어내기 까지는 약 2～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원하는 또 다른 결과 값을 얻어내기까지는 분석에

있어서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 데이터 확인에서 최종 결과 추출까지 약 일주일 정도

가 소요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1년에 한번만 사용후핵연료 특성 정

보를 업데이트하면, 언제라도 원하는 값을 실시간으로 뽑아 낼 수 있고, 프로그램이

검증되었으므로 데이터만 정확히 입력되면 결과 값에 실수가 존재할 확률이 없으므

로 신뢰도 또한 상당히 향상되었다.

4.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가. 개요

선진핵연료주기에서는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일정기간 냉각 후

건식재처리하여 초우라늄(TRU)은 회수하여 고속로의 핵연료로 만들어 소멸시키고,

핵연료 피복재, 핵연료 구조재 등의 금속과 핵분열생성물만을 따로 분리하여 처분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물론 고속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도 건식재처리함

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원 활용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선진핵연료주기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후핵연료 종류

및 연소이력이 다양하므로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물질흐름을 반영하여 각 공정별

폐기물을 평가해 내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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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흐름을 방사선

원항 계산이 필요할 때마다 반영하여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 편의환경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쉽게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정량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파이로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

스템 설계 뿐 만 아니라 파이로 공정 시설의 설계 시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 및 핵

임계 평가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나. 프로그램 기능 및 요건

선진 핵연료주기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을 정량화(characterization)하기

위해서는 가압경수로 및 고속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 및 냉각에 따른

핵연료 조성변화를 추적해야 하고, 건식처리 각 공정에서의 물질흐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의 방사화에 따른 핵종 조성변

화 또한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건식처리시 구조재 절단 과정에서 수반하는 오염

또한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서의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원항

평가는 단일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건식재처리의 경우에도 가능해야 하며, 여러 개

의 집합체가 동시에 건식재처리되는 경우를 가정한 배치(batch) 건식재처리에 대해

서도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고준위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모듈을 실제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이 필

수적으로 갖춰야할 기능을 도출하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실제 당면한

문제를 통해 도출하였다. 도출된 예제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9는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여러 다발 한꺼번에 재처리(이하 배치

(batch) 재처리라 칭함)되는 경우 각 공정별 선원항을 도출하는 예이다. 사용자가

검색조건을 입력해 주면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분석하여 검색조건에 해

당하는 핵연료집합체를 선별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연소 및 냉각에 필요한 기초자

료로서 핵연료 초기농축도, 집합체 타입(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선택시 사용됨),

우라늄 초기 장전량, 방출연소도, 방출일 등을 함께 추출하게 된다. 일단 사용후핵

연료가 선별되게 되면, 프로그램은 건식재처리를 위한 준비 단계인 건식재처리 시

설 내 저장시설에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정하여 그 시점까지 각 사용후핵연

료를 연소 및 냉각시키게 된다. 연소된 각 사용후핵연료는 각각의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양을 고려하여 하나의 조성으로 합쳐진 후, 이 조성은 임시저장기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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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냉각된다. 냉각된 조성은 건식재처리를 거치게 되며 각 공정별로 물질흐름을

반영하여 각 공정별 폐기물로 분류되게 된다. 이 예제는 건식재처리 폐기물의 아

주 단순한 예이다. 이러한 사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은 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원자로 내 연소이력을 적용하여 연소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집합체별로 상응하는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내장하고 있어

야 한다.

그림 1.40(a)은 그림 1.39의 예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림 1.39와 동일한 공

정을 거쳐 한번 건식공정처리가 완료된 후, 한 달(임의시간) 후 추가적으로 사용후

핵연료가 선별되어 건식재처리가 수행되고, 여기서 발생한 각 공정별 폐기물이 그

림 1.39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다시 혼합되어 선진핵연료주기 고준위폐기물로 포장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그림 1.40(a)에서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의 특성 정

량화는 그림 1.39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르며 정량화되며, 그림 1.39에서 발생한 각

공정별 폐기물은 한 달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냉각되어 새로이 발생한 각 공정폐기

물과 혼합되게 된다. 이 사례를 해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이전 배치재처리에서

발생한 각 폐기물의 조성을 불러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림 1.40(b)의 경우에는 그림 1.39와 동일한 경우이나, 단지 금속폐기물 특성정량

화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따로 기술하였다. 직접처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자체

가 대부분의 방사선원항이 차지하므로 핵연료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의 방사화폐

기물은 사실상 중요도가 낮다. 그러나 선진 핵연료주기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재

처리되어 재활용되고, 일부만이 폐기물의 선원항에 기여하므로 중성자에 의해 방사

화된 금속폐기물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림 1.39와 같이 사용자

정의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가 선별되어 재처리 된 후 금속폐기물의 특성이 정량화

되며, 한 달 후 또 다른 배치가 재처리됨으로써 새로운 금속폐기물이 발생하게 되

며, 이 두 배치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은 혼합되어 처분(저장)용기에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방사화 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적

합한 평가 방법론 및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구비해야 한다.

그림 1.41의 경우에는 그림 1.40(a)과 동일한 경우이나, 단지 가압경수로 사용후핵

연료가 첫 번째 배치로서 건식재처리 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고속로 사용후핵

연료가 두 번째 배치로서 건식 재처리 되어 상호 혼합되어 처분(저장)용기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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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속로 스펙트럼을 가중한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구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외에 이에 적합한 라이

브러리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새로이 생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1.39.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폐기물 특성정량화 예제

(핵연료, 배치 재처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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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폐기물 특성정량화

예제(a: 핵연료, 배치혼합, b: 핵연료&구조재, 배치혼합).

그림 1.41. 가압경수로 및 고속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폐기물 특성정량화

예제(핵연료&구조재, 배치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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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기능 모듈 개발

1) 프로그램 로직 개발

앞의 대표적인 예제를 반영하여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그림 1.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 작동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제어 및 기능루틴이 필요하다. 각 루틴의 기능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Scenario 루틴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문제에 맞는 입력제어문을 만드는 기능을 갖

고 있다. Screening 루틴은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가 정의한 사

용후핵연료의 조건에 상응하는 사용후핵연료만을 선별하여 연소 및 냉각계산에 필

요한 노물리 변수(핵반응단면적라이브러리, 농축도, 비출력, 방출연소도 등)를 임의

저장소에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DepDec 루틴은 사용자가 정의한 시점까지

핵연료집합체를 원자로 내에서 연소시키고 냉각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Batch 루

틴은 임의 시점에 존재하는 다양한 핵연료 및 폐기물의 조성을 혼합하여 균질화된

조성을 산출해내는 기능루틴이다. Pyro는 각 파이로 공정별로 물질흐름을 반영하

여 각 공정별로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도출하는 기능루틴이다. Packing 루틴은 각

파이로 공정별로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페기물의 혼합 조성을

산출한 후, 폐기물의 안정화 물질흐름을 반영하여 포장된 폐기물의 질량, 부피, 방

사선원항 등을 산출해내는 루틴이다.

프로그램의 작동원리를 그림 1.38의 예제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그림 1.42의 시나

리오(문제해석 절차)를 사용자가 Scenario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정의해주면,

Scenario 루틴은 이 시나리오에 맞는 입력제어문을 만든다. 이 입력제어문을 바탕으

로 선진핵연료주기 선원항 평가프로그램인 CLEAN(Characterization for low- &

high-Level wastEs from Advanced Nuclear fuel cycle)의 제어모듈은 필요한 루틴

을 순차적으로 불러들여 실행시킴으로서 해석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우선, Screening 루틴을 불러들여 해석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만을 선별하여

조사 및 냉각 이력에 대한 자료를 저장한다. DepDec 루틴은 파이로 건식처리 대

상 핵연료에 대해 이미 연소 및 냉각계산이 수행된 것과 처음부터 연소 및 냉각계

산을 수행해야 할 집합체를 분류한다. 이때, 계산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위해 기

존에 연소 계산이 이미 수행되어 결과파일이 Data Storage Pool에 존재하는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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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색하며, 기존에 계산된 결과 파일이 존재하면 이의 결과 값을 활용하여 원

자로 FDecay를 실행시켜 방출시점 이후부터 냉각계산 만을 재 수행하며, 기존의

계산결과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OriRun을 실행시켜 최초 원자로 장전시점부터

연소 및 냉각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계산 수행시마다 원자로 방출시점에서의 조성

은 Record 1에 저장되며 냉각 후의 조성의 Record 2에 저장시키는 방식을 항상 적

용한다. 따라서 연소 및 냉각 계산을 수행한 기존파일이 존재하나 파이로 공정 처

리 시점까지의 냉각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Record 1의 원자로방출시 조성을 불러들

여 파이로 공정 시까지 냉각계산만을 추가로 수행하여 Record 2에 저장한 후 이 파

일을 Data Storage Pool에 저장하게 된다.

DepDec, OriRun, FDcay 실행이 완료되어, 파이로 공정 시점까지의 조성을 모두

도출하게 되면 Batch를 불러들여 각 사용후핵연료 조사 및 냉각계산 결과 파일에서

파이로 시점에서의 조성(Record 2)을 불러들여 혼합조성을 만들어 Record 1에 다시

저장하게 된다. Pyro 루틴에서는 Batch에서 계산한 Record 1에 저장된 조성을 불

러들여, 파이로 공정 처리 시 각 공정별 물질흐름을 반영하여 각 공정별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게 된다. 만일 그림 1.40과 같이 기존에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

한 폐기물을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혼합한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도출하

고자할 때는 Data Storage Pool을 검색하여 기존에 발생한 폐기물의 조성을 불러들

여 현재시점까지 냉각한 후,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혼합한 후 조성을 산

출하게 된다. 이 조성을 이용하여 냉각계산을 수행함으로써 포장공정 대상폐기물

의 방사선원항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된다.

Screening 루틴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 루틴은 필요시마다 계산이 수행되며, 어느

시점에 어떤 루틴을 실행시켜 계산을 수행할 지는 Screening 루틴이 사용자가 정의

한 문제를 해석하여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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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선진 핵연료주기폐기물 선원항 평가모듈.

2) 프로그램 기능루틴 개발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루틴 및

제어루틴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Scenario: 사용자가 정의한 파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에 따라 제어루틴 및 기능

루틴의 계산순서(sequence)를 설정해 준다.

 Screening: 계산해야할 사용후핵연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연소 및

냉각계산에 필요한 집합체 설계변수 및 조사/냉각 이력자료를 생성한

다.

 DepDec: 파이로 건식처리 대상 핵연료에 대해 이미 연소 및 냉각계산이 수행된

것과 처음부터 연소 및 냉각계산을 수행해야 할 집합체를 정의한다

 OriRun: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 시작 시점까지 원자로 내 연소계산 및

냉각계산을 수행시키는 루틴으로서, ORIGEN-S[1-6]가 식 (1.4)을 해석

하는데 필요한 집합체 설계 제원, 연소이력, 냉각이력 등을 넘겨주어

ORIGEN-S가 연소 및 냉각계산을 수행토록 한다. 집합체 설계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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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EN-S 실행에 필요한 핵반응단면적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정보로

이용된다.

 FDecay: 이미 연소 및 냉각 계산이 수행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파이로 건식처

리 시작 시점까지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시키는 기능루틴이다.

ORIGEN-S가 (1.4)식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원자로 방출시점의 사용후핵

연료 조성과 냉각이력을 넘겨주어 ORIGEN-S가 냉각계산을 수행토록

한다.











 (1.4)

여기서, δij는 j핵종에서 i핵종으로의 붕괴 전환율

σi는 i핵종의 중성자 흡수 단면적

fik는 중성자흡수반응에 의한 k핵종에서 j핵종으로의 전환율임.

OriRun이 동작하는 경우, 핵연료에 대한 연소계산 수행시는 식 (1.5)와 같이 비

열출력(specific power)을 만족하기 위한 평균 중성자속과 식 (1.6)과 같이 각 핵연

료 설계안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이미 생산되어 내장된 핵반응단면적 라이

브러리를 사용하며, 구조재에 대한 방사화 계산 수행시는 식 (1.7)와 같이 구조재

각 영역 중성자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이미 구조재 영역별로 생성되어 내장되어 있

는 방사화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와, 식(1.5)의 핵연료 연소계산시 적용된 평균중

성자속에 구조재 영역별로 각 중성자속 스케일링 펙터(ω)를 적용한 식 (1.8)의 값을

중성자속으로 적용한다. 식 (1.5)에서 는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의 핵연료집합

체 조사이력으로부터 제공되는 평균비출력(specific power)이며, 의 값은 핵분열성

핵종 i의 회수가능에너지(recoverable energy)를 의미한다.

핵연료 부분,   







×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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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재 부분,

   


(1.7)

    (1.8)

 Pyro: 파이로 건식처리 각 공정별로 물질흐름을 정의해주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

편의환경으로부터 자유자재로 입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RproDecay: 해당 공정별로 제거될 핵종 및 이에 상응하는 제거율, 그리고 냉각

시간을 정의해주며, 이를 ORIGEN-S에 넘겨줌으로써 식 (1.9)을 해석

하도록 한다. 이때 핵연료 해석시는 공정에서 제거율 가 적용되며,

구조물의 방사선원항 도출시는 TRU의 오염을 모사하기 위해  값

이 Pyro 모듈이 갖고 있는 DB로부터 제공된다.








 (1.9)

여기서, 는 핵종 i의 제거율, 는 핵종 i의 충진율.

 Batch: 동일 시간 t에 존재하는 각 조성을 식 (1.10)과 같이 각각의 무게 분율을

적용하여 혼합조성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1.10)

 Packaging: 폐기물 고정화처리 옵션별로 물질흐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며 각 옵션별로 첨가재의 양을 정의해 준다.

PkgDecay: 폐기물 고정화(solidification) 옵션별로 첨가재의 양과 냉각이력을

ORIGEN-S에 넘겨줌으로써 냉각계산을 수행하여 최종폐기물의 시

간에 따른 방사화선원항을 산출토록 한다.

WDecay : 폐기물 고정화 처리가 완료되고 냉각계산이 수행된 최종폐기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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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시키는 기능루틴이다. ORIGEN-S가 (1)식

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파이로 처리 후 방출시점의 폐기물 조성과 냉

각이력을 넘겨주어 ORIGEN-S가 냉각계산을 수행토록 한다.

현재까지 ～의 루틴을 개발하였으며, 그 이외의 루틴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한

다. 즉, 원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검색하여, 노물리 변수를 추출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연소․냉각 계산하는 루틴, 사용후핵연료를 냉각계산만을 수행하는 루틴, 사용후핵

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를 수행하여 각 폐기물별로 분류하고 냉각계산을 수행하는

루틴을 개발 완료함으로써 그림 1.43의 파이로 공정흐름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파

이로 건식처리 각 공정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였다.



- 76 -

그림 1.43. 파이로공정 및 물질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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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램 사용자 편의환경 개발

1) 사용자 편의환경

개발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며, 사용

자 편의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그림 1.44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Screening, Reactor, Storage/Fuel, Batch, Material 버튼이 활성화되

어 있으며, 나머지는 비활성화 되어 있다. 향후 Scenario 제어루틴을 완성하여 추

가하고 ～의 기능루틴이 완성되면, 이 버튼도 모두 활성화 될 예정이다.

초기화면에서 보듯이, 이 프로그램은 Fuel Waste, Metal Waste, Domestic

Inventory 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Fuel Waste 텝을 활성화시키면 핵연료를 건식

처리 하였을 때 발생하는 각 공정별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이 자동으로 정량화되며,

Metal Waste 텝을 활성화시키면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한 후 발생하는 금속폐기물

의 방사선원항이 자동으로 정량화된다. 각각의 텝에 대해 프로그램 구동절차는 동

일하며, 단지 대상 및 물질흐름과 구동되는 기능루틴만이 다르다.

초기화면을 보면 Pyoprocessing Date 란이 존재하는데, 이는 실제로 파이로 건식

처리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원자로 방출 이후부터 저장

기간이 산정되어 냉각계산이 수행된다.

그림 1.45는 건식처리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기 위한 사용자편의환경

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모든 가압경수로 호기이며, 이는 단일 호기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며, 중복하여 선

택이 가능하다.

‘Set Conditions’ 영역에서는 초기농축도, 방출연소도 및 냉각기간에 대한 하한값

및 상한값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을 지정한 후 좌측하단의 ‘Get Data’ 버튼

을 실행하면 검색조건에 맞는 사용후핵연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해 낸다.

이 기능을 조합하면 초기 농축도가 다른 사용후핵연료, 방출연소도가 다른 사용

후핵연료, 냉각시간이 다른 사용후핵연료를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으며, 이를 건

식처리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 및 초우라늄에 대한 방사선원항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며, 이는 앞서 사용후핵

연료 현황분석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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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선진 핵연료주기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초기화면.

그림 1.45. 건식처리 대상 핵연료 선정을 위한 검색조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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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검색조건이 지정되고 ‘Get Data’ 버튼이 실행되면 그림 1.46과 같이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오른쪽 하단 화면에 나타난다. 추출된 각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집합체 고유이름(ID), 집합체 타입, 집합체배열, 초기농축도, 초기 우

라늄 장전량, 장전일, 노심내 연소기간, 노심내 거주 주기수, 피복재 종류, 노심에서

의 최종방출일 등이 표기된다. 표기된 정보로부터 사용자는 필요시 각 사용후핵연

료의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가 틀릴 경우 임의로 수정도 가능하

다.

이렇게 추출된 사용후핵연료 중 원하는 핵연료에 대해 체크박스에 √ 표시를 해

주고 Reactor 텝으로 변경하면 체크박스에 선택된 사용후핵연료만이 그림 1.47과

같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이 사용후핵연료가 최종적으로 건식처리될 대상이 된다.

사용자에게 정보 확인을 위해 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비출력(specific power) 값을

Watts/gU의 단위로, 방출연소도를 MWd/tU의 단위로, 노심 내 조사시간을 일(day)

기준으로 제공해주며 정보 확인을 위해 초기농축도도 제공해준다. 이때 비열출력

값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값이 아니며 방출연소도와 조사기간으로부터 계산

된 것이다.

그림 1.46. 검색조건에 맞는 사용후핵연료 추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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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최종적으로 선택된 건식공정처리 대상 사용후핵연료 화면.

대상 사용후핵연료가 선택되면 선택된 사용후핵연료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혼합

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사용자 편의환경으로 넘어가며, 이는 그림 1.48에서 제시

하는 바와 같다. 여기서는 선택된 사용후핵연료의 초기 우라늄 장전량과 혼합비율

을 지정해 줄 수 있다. 기본 값으로 우라늄 장전량은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되어 있

는 각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초기 우라늄 장전량 톤 기준으로 나타나며, 혼합비율은

‘1’로 나타난다.

정보 확인 후 우측하단의 Run 버튼을 실행하면 각각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노

물리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계산 및 냉각계산을 파이로 공정처리 시점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때 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연소계산은 고유한 계산이므로 기존에 연소계

산이 수행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기존 계산 자료를 불러와서 건식공정처리 시

점까지 냉각계산을 수행하며, 연소계산이 수행된 기록이 없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서는 연소계산부터 냉각계산을 수행한다. 처리해야할 사용후핵연료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기존 계산결과의 활용 유무에 따른 계산시간 차가 크지 않으나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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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숫자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속도차가 10배 이상으로 상당한 차이를

낸다.

건식처리공정별 물질흐름을 정의하지 않으면 단지 사용후핵연료 내 조성을 혼합

하는 계산만이 수행되며, 그림 1.49의 물질흐름 입력화면에 공정별 물질수지를 입력

해주면 이에 따라 각 공정별로 폐기물의 방사선원항 정보를 계산해낸다.

계산이 수행될 때,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입력문 모두가 자동으로 그림 1.50과 같

이 팝업 되며, 처리해야할 사용후핵연료 수가 수십개의 단위로 넘어가면 계산시간

이 수분을 초과하므로 이때 입력문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정보가 정확한지를 사

용자는 계산도중에 확인할 수 있다. 입력문 뿐만 아니라 계산 프로세스의 진행사

항이 그림 1.51과 같이 도스 창에 나타나며, 이를 통해 현재 계산이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계산이 완료되면 그림 1.52와 같이 결과 파일이 생성되며, 이 결과파

일 내부에는 물질흐름에서 지정해 준 건식처리 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핵종생성량, 붕괴열, 방사능세기, 위해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그림 1.53과 같이 방사선원항 계산결과에 대해 그래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그래프는 핵분열생성물, 악티나이드 및 딸 핵종, 방사화생성물 각각에 대해서도 생

성할 수 있으며, 전체 핵종에 대해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각 물질흐름이 정의된 공

정별로도 그래프를 생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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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사용후핵연료 혼합 비율 지정 화면.

그림 1.49. 건식공정처리 물질흐름 지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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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계산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입력문 화면.

그림 1.51. 계산 프로세스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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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계산 종료후 출력파일 팝업 화면.

그림 1.53. 계산결과 Plot Window 화면.

2) 사례 해석 및 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앞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1.39에 기술된 예제를 해석함으로써 개발

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사례는 그림 1.54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KK1A01 및 KK1A24 사용후핵연료, 고리

3호기에서 발생한 KK3F15 사용후핵연료, 고리 2호기에서 발생한 KK2F15 사용후

핵연료를 하나의 배치로 파이로 공정 처리하여 각 폐기물공정별로 방사선원항을 산

출한 경우이다. 예제에 사용된 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은 표 1.11에 기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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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각 공정별 물질흐름은 표 1.12에 기술되어 있다.

제시된 예제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이로 물질흐름을 반영하여 Wast

Class #1에 대한 핵종 조성을 도출하고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을 도출하였다. 그

림 1.55는 파이로처리 후 Waste Class 1 폐기물에 대한 시간에 다른 열량변화를 나

타내며, 그림 1.56은 네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존재하는 235U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동일한 예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요하는 단점이 있지만 ORIGEN-S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열량 변화와 U-235에 대한 혼합전과 혼합후의 계산 값을 생성한 후,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값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개발된 모든 기능모듈 및 사

용자 편의환경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개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1.13에는 계산에 사용된 모든 문제가 각 기능모듈별로 작동하기 위해 작성되었

던 입력문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Ass. ID
Assembly

Type

Initial U
loading

per Ass.(kg)

Enrichment

(wt.%)

Discharge
Burnup

(MWd/tU)

Downtime

(days)

KK1A01 WH-STD 400 3.2 31000 1825

KK1A24 WH-STD 400 3.21 31500 1825

KK3F15 WH-KOF
A 367 3.32 33000 2555

표 1.11. 사용후핵연료 설계특성, 조사 및 냉각이력

Waste class #1 Waste Class #2 Product #1 Product #2
Waste class

#3

elem. frac. elem. frac. elem. frac. elem. frac. elem. frac.

Cs

Sr

I

Tc

0.95

0.95

0.99

0.99

Cs

Sr

I

Tc

0.05

0.05

0.01

0.01

U

Zr

0.99

1.00

U

TRU

0.01

0.99

TRU

Others

0.01

rest

표 1.12 각 공정폐기물로의 각 핵종별 전환율(transf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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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개발 모듈 검증용 예제.

=orirun 
title= kori unit 1 KK1A01
id=KK1A01
lib=w14x14
  mtu=0.400
enrich=3.2
mod=0.73 
lightel= o 130.95 cr 3.366 mn 0.1525 fe 6.309 co 0.0242
  ni 2.366 zr 516.3 sn 8.412 gd 2.860 end
read hist
 power=37.5  burn=826.7 down=1825 end
end hist
end
=shell
cp ft73f001 $RTNDIR/kk1a01.f71
end
'
=orirun
title= kori unit 1 KK1A24
id=KK1A24
lib=w14x14
  mtu=0.400
enrich=3.21
mod=0.73 
lightel= o 130.95 cr 3.366 mn 0.1525 fe 6.309 co 0.0242
  ni 2.366 zr 516.3 sn 8.412 gd 2.860 end
read hist
 power=37.5  burn=840 down=1825 end
end hist
end 
=shell
cp ft73f001 $RTNDIR/kk1a24.f71
end
'
=orirun 
title= kori unit 1 KK3F15
id=KK3F15
lib=w17x17
  mtu=0.367
enrich=3.32 mod=0.73 

표 1.13. 그림 1.54 예제 해석을 위한 제어 입력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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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파이로 처리 후 Waste Class 1에 대한 시간에 따른 열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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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 프로그램의 유용성 평가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개의 예제를 해석하였다. 첫 번째

예제는 세 개의 사용후핵연료, 즉 KK1S34, KK1W11, KK3M07 사용후핵연료를 각

각의 사용후핵연료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 분율 그대로 혼합한 후, 2009년 10월 19

일에 파이로 건식처리를 수행하여 발생한 Waste Class #1에 대한 핵종 조성을 산

출하는 것이다. Waste Class #1은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많은 핵종 중에서

Cs 및 Sr 만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두 핵종에 대해 전체 생성량 중에서 90%만을

함유하고 있다.

해석을 위해 3개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각각의 연소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추출하고, 2009년 10월 19일에 파이로 건식처리 됨을 가정하여 냉각기간

을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하여 연소 및 냉각계산을 수행하여 파이로 건식처리 시작

시점에서의 각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조성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각 사용후핵연료

의 조성은 초기 우라늄 장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1:1:1로 혼합되어 혼합 조성이 산

출되었으며, 이는 파이로 건식처리를 가상으로 적용하여 Cs 및 Sr의 90%를 Waste

Class #1으로 전달한 후 시간에 따른 냉각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1.57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한 Waste Class #1에 대한 핵종량 계산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2개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파이로 건식처리 된 경우, 현재

존재하고 있는 ORIGEN-S 코드만을 이용하여 각 공정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원항

을 도출한다고 가정할 때, 각 해당 핵연료의 연소 및 냉각이력 정보를 도출하고, 이

를 ORIGEN-S 코드에 적용한 후, 계산 및 계산결과의 확인 작업까지 완료하려면,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미 검증된 연소 및

냉각이력을 사용하므로 데이터 확보 및 신뢰성에 문제가 없고, 전체 프로그램이 검

증된 후에는 결과 도출시 절차에 대한 신뢰도 확인 작업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공

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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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파이로 건식처리 후 Waste Class #1에 대한 핵종량 계산결과.

두 번째 예제는 고리 1호기에서 제1주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전체에 존재하

는 Pu-239, Pu-240, Pu-241, Am-244 등의 핵종 재고량이 원자로 방출이후 시점부

터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고리 1호기 제 1주기에서 발생한 사용

후핵연료는 41개로서 각 사용후핵연료는 서로 다른 비출력으로 한주기만 원자로 내

에서 연소된 후, 그 이후부터는 임시저장조에서 냉각되었다. 그림 1.58과 같이 고

리 1호기 제 1주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호기 및 냉각기간 검색 조건을 조합

하여 추출하여 지정한 후, 건식공정처리 없이 모두 혼합하여 조성을 도출한 후 이

조성을 이용하여 냉각 계산만을 수행함으로써 그림 1.59와 같은 핵종 조성에 대한

과거 이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예제 해석을 완료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이 약간만 수정된다면, 주요 핵종

의 국가재고량을 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을 수정하

여 각 주기에서 나온 핵종조성을 다음 주기에서 나온 조성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계

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 모든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각 핵종별 국가 재

고량을 산출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코드와 비교를 표 1.14에 나타

내었다. 기존 코드 중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항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코드로는 ORIGEN-S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개발 및 검증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신뢰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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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이다. 기존 코드는 ORIGEN-S 코드로 표기하였으며,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A-SOURCE로 표기하였다.

그림 1.58. 고리 1호기 제 1주기 발생 사용후핵연료 추출화면.

그림 1.59. 고리 1호기 제 1주기 발생 사용후핵연료 내 Pu 핵종 거동 변화.

표 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ORIGEN-S 코드는 단일 핵연료에 대한 방사선원항 평가만이 가능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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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조사이력 및

냉각시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내장하고 있으므로 배치 재처리를 가정한 방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파이로 공정 물질흐름을 사용자편의 환경에서 제공

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파이로 공정기술에 곧 바로 대처하여 방사선원항을 도출

할 수 있다. 셋째, 사용후핵연료 구조재 폐기물에 대해 각 영역별로 방사화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 및 중성자속 스케일링 팩터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구조물에 대해

손쉽게 방사선원항을 신뢰도에 문제없이 도출할 수 있다. 넷째, 어느 시점에서의

핵종량의 혼합이 가능하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원항

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 핵분열생성물, 또는 각각의 핵종에 대한 국

가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핵연료 및 구조재에 대해 이미

중성자스펙트럼이 가중되어 검증된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각 사용후핵연료별

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므로 신뢰도가 높다. 여섯째, 그래픽 환경의 사용자 편의환경

을 제공하므로 사용의 자유도 및 편의성이 높다. 일곱째, 복잡한 파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에 대해 검증된 전산 절차를 사용하므로 계산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으

며 모든 계산과정이 전산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산시간 또한 획기적으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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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ORIGEN-S A-SOURCE A-SOURCE의 강점

사용후핵연료

설계제원, 조사이력

자동제공

× ○
사용후핵연료의 기본정보를 내장

자동제공하므로 방대한 계산 가능

파이로공정 물질흐름

및 폐기물 고정화

물질흐름 자동제공

× ○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물질흐름(material flow) 및 폐기물

고정화(solidification)시 물질흐름을

DB로 내장하고 필요시 자동제공함 .

단일 핵연료

연소․냉각 계산
○ ○

연소 및 냉각계산은 ORIGEN-S를

현재 사용(향후 대체 계획)

핵연료 배치(batch)

연소․냉각 계산
× ○

설계특성 및 조사이력이 다른

사용후핵연료의 성능평가 가능

단일 핵연료 파이로

건식처리 계산
○ ○

DB에서 물질흐름을 자동제공하고

물질흐름은 사용자가 정의 가능함.

핵연료 배치(batch)

파이로 건식처리 계산
× ○

설계특성 및 조사이력이 다른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후

방사선원항 평가 가능

폐기물 고정화 처리후

변화 추적
× ○

고정화 이후 폐기물의

질량/부피/방사선원항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음.

구조재 방사화 계산 △ ○
구조재 영역별로 방사화핵반응단면적

및 중성자속 스케일링 팩터를

내장하여 정확도 높음

다양한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방사선원항 평가

× ○
발생시점이 다른 폐기물이 포장을

위해 혼합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사선원항 평가 가능

핵연료집합체

설계안별

핵반응단면적 적용

△ ○
집합체설계안별 핵반응단면적을 모두

내장하고 자동으로 Link하여 적용

Actinide, Fission

Product 국가 재고량

평가

× ○
전발전소 발생 사용후핵연료 대상으로

시간에 다른 핵종재고량 평가 가능

방사성폐기물 국가

재고량 평가
× ○

집합체설계안별 핵반응단면적을 모두

내장하고 자동으로 Link

파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 구성
× ○

각각의 모듈을 불러서 계산하므로

시나리오 구성 가능

계산의 정확도 △ ○
핵연료 및 구조재에 대해

중성자스펙트럼에 맞는 핵반응단면적

및 중성자속을 적용하여 신뢰도 높음

사용의 자유도 및

편의성
△ ○ 사용자 편의환경 제공

표 1.14. 프로그램의 성능 비교 (○:우수, △:보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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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전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개발

가. 개요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이래 연구 및 전력 생산을 위해 수백개 원자로가 건설되었

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많은 원자로들은 폐로될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공릉동의 TRIGA 연구용 원자로의 폐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이 폐로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상업용 발전로의 폐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원자로를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기술적 평가를 요구하는데, 먼저

각 원자로의 구성 기기(component)들이 얼마만큼 방사화가 되어 방사성 물질을 갖

고 있는가를 계산하는 방사화 선원항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선원항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성 기기들을 모두 제염하거나 감용시키는 방안이 수립되

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제염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발전소 부지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위해서는 방사선량이 환경권고기준치에 맞는가

를 판별하는 부지 개방 기준(site release criteria)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폐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방사성폐기물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수용될

수 있으나, 중저준위 폐기물 인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반감기 핵종함유 폐기물

들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 처분될 수밖에 없다. 장반감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압경수로 및 가압중수로의 폐로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

및 선원항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성자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된

장반감기 폐기물의 선원항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및 평가체계를 기술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및 이의 검증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나. 해체폐기물 방사화선원항 평가 방법론

1) 노심 구조물의 중성자 방사화 특성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방사화된 핵종의 재고량은 두 단계에 걸쳐 계산되었다.

첫 번째로 중성자 수송 코드를 이용하여 원자로심 주변기기 구조물의 반경방향 및

축방향 중성자속 분포를 각각 구한 후, 두 번째로 앞서 구한 중성자속을 이용하여

방사화된 금속의 조사이력(irradiation history)을 적용하여 각 구성기기에 존재하는

핵종의 양 및 방사능 세기를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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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주변기기에 대한 방사화 선원항 평가는 각 구성기기들이 원자로의 연소이

력을 따라 중성자의 흡수에 의해 얼마만큼 방사화되었는 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량 평가를 위해서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방사능 양

(quantity)을 계산해야 하는데, 핵종의 붕괴 및 연소이력에 대한 평가 코드로는

ORIGEN-2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ORIGEN-2 코드[1-7]는 주로 중대사고

시 노심 내 핵연료의 핵종별 함유량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코드 팩키지

(package) 내에 내장되어 있는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는 노심 내부의 중성자 스

펙트럼에 의해 계산된 값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압력용기 및 격납용기와 같은

주변기기들은 노심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중성자 스펙트럼이 노심 영역과는

매우 다르다. 이 영역에서는 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생성 반응은 없으며, 속중성자

는 대부분 감속되어 열중성자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부분 중성자의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어 중성자 스펙트럼은 저에너지 영역으로 크게 치우치게 된다.

ORIGEN-2 코드는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코드이나, 여러 계산조건에 맞출 자유도

가 부족하다. 우선적으로 핵반응단면적 자료가 모두 단일 그룹(one-group)으로 고

정되어 있다. 단일 그룹 자료를 정확히 평가하여 사용하면 계산 모델상의 문제는

없으나, 노심 내 위치별로 중성자속의 에너지 분포가 서로 상이하여 평균되는 단일

그룹 자료도 위치마다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알고 핵반응단면적을 적용하여야 한

다.

그림 1.6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 압력용기의 구성성분 물질인 59Co(n,γ) 핵반

응 단면적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압력용기

영역에서의 단일 그룹 핵반응 단면적은 노심 영역에서의 값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

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율은 1/υ 흡수물질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노심 외곽 구조물이 격납용기(중수로의 경우 칼란드리아 탱크)를 구성하고 있는 다

른 물질과 영역에서도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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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에너지에 따른 Co n  Co반응 단면적.

이 주변기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ORIGEN-2 펙키지에서 제공

하는 라이브러리를 보정 없이 사용하면 선원항 평가에 큰 오차를 유발할 것으로 판

단되며, 만일 보정 없이 사용한다면 평가된 핵종별 방사능 재고량은 실제 방사화된

값보다 적게 평가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성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모

델을 가정하여 스펙트럼의 영향에 따른 중성자 흡수 단면적의 변화를 계산하고 중

성자 흡수 단면적 변화가 방사화 선원항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보았다.

우선, 몬테카를로 방법론을 사용하는 MCNP 코드를 이용하여 임의의 모델을 묘

사하고 노심과 노심 외곽의 중성자 스펙트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계산에 적용된

모델은 표준형 원자로인 울진 3/4호기의 핵연료 다발을 3개 묘사하고 그 외곽에 존

재하는 배플(baffle), 냉각수(water), 압력용기(vessel)는 울진 3/4호기 실제 제원을

그대로 묘사하였다. 이 모델은 집합체를 3개 묘사했으므로 중성자의 평균 자유행

정거리(mean free path)를 고려할 때 노심 및 노심 외곽의 중성자 스펙트럼 및 핵

반응 단면적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5에는 계산에 사

용된 울진 3/4호기 집합체 제원이 나타나 있으며, 그림 1.61에는 MCNP 계산 모델

및 제원이 나타나 있다. MCNP 코드에서 핵연료 집합체는 울진 3/4호기 실제 제

원대로 핵연료봉이 비균질(heterogeneous)하게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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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명 제원 구조물명 제원

핵연료 3.34w/o UO2 Assembly Pitch 20.778 cm

pellet radius 0.413 cm Baffle Zry-4 (1 cm)

피복관 외반경 0.485 cm Barrel SUS 304 (5 cm)

Rod Pitch 1.285 cm Vessel SUS 304 (20 cm)

표 1.15. 울진 3/4호기 핵연료 및 구성기기 제원

UCN 3/4 Assembly

Baffle

Water

Barrel

Water

Vessel

62.3 1 18.5 5 25.5 20

UCN 3/4 Assembly

Baffle

Water

Barrel

Water

Vessel

62.3 1 18.5 5 25.5 20

그림 1.61. 스펙트럼 및 핵반응 단면적 계산 모델.

계산 결과, 그림 1.62에서 보듯이 노심에서의 스펙트럼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매우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림 1.63에서 보듯이 압력용기

안쪽 면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은 차폐체인 물 층을 통과하면서 열중성자화 되어

매우 낮은 에너지 영역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이는 노심 전체 모델로부터 평가된

스펙트럼은 아니지만, 노심 전체를 모델링하여 특성을 분석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압력용기 쪽의 중성자 스펙트럼이 낮은 에너지 영역으로 치우쳐 있다.

앞서 평가된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원자로 주변기기인 압력용기를 구성하는 주요

핵종들에 대해 반응 단면적을 MCNP로 평가하여 내장된 ORIGEN-2 PWRUS 라이

브러리와 비교하였다. 표 1.16은 압력용기에서의 중성자 포획 반응단면적(n, γ) 값

을 나타낸다. 표 1.16의 계산 결과를 보면, 핵연료 집합체가 장전되는 노심 쪽은

비교적 MCNP와 ORIGEN의 반응 단면적 값이 잘 일치하고 있으나, 노심 외곽의

경우는 노심과 압력용기의 스펙트럼 차이로 인해 압력용기 부근의 반응 단면적 값

이 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ORIGEN 라이브러리를 보정 없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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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선원항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반응단면적의 보정이

필요함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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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Unnormalized Neutron Spectrum in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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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 Unnormalized Neutron Spectrum in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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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EN-2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의 중성자 흡수 단면적과 단순 계산 모델을

바탕으로 평가된 노심 외곽 구성기기인 압력용기의 중성자 포획 반응 단면적의 차

이는 표 1.16에서 보듯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만일 반응단면적 보정 없

이 방사화 핵종별 방사능 재고량을 평가하면 단순히 보더라도 약 3배 정도의 차이

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압력용기 주요핵종
ORIGEN-2

(PWRUS Library)
MCNP(노심/압력용기)

Fe-54 0.196 0.207/0.686

Co-59 4.919 4.653/12.14

Ni-61 0.224 0.213/0.741

표 1.16. ORIGEN-2 와 MCNP의 반응 단면적 비교 (단위 : barn)

2) MCNP/ORIGEN-2 중성자 방사화 계산 체계

가) MCNP 코드 기술

앞서 언급했듯이, 로심 외부 영역의 방사화 핵종 방사능 평가를 위해 ORIGEN2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성자속 및 군축약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의 생산이 필요하

며 이를 정확히 얻어내기 위해서는 중성자 수송(neutron transport) 해석을 이용한

중성자속 계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발된 중성자 수송해석 코드로서 앞서 기술

한 외곽 구조물 내 중성자 스펙트럼을 가장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코드로는 몬

테카를로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송방정식의 해를 얻는 MCNP를 들 수 있다.

MCNP 코드는 연속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므로 스펙트럼이 노심 영역

과 많이 다르게 변할 때 축약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최

소화 할 수 있으며, 몬테카를로 방법론을 사용하므로 노심외곽 구조물의 중성자 스

펙트럼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 즉, MCNP 코드를 적용하면 결정론

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코드 시스템에 비해 노심 구조물내의 중성자 스펙트럼 및 이

를 반영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을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MCNP 코드만으로는 연소계산을 통한 구조물내의 핵종생성량 변화를 추적

할 수 없으므로 연소이력에 따른 핵종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이의 보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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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EN-2 코드를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 MCNP/ORIGEN 전산체계를 사

용하면 노심 외곽 구조물에서의 중성자 방사화 폐기물의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을

구할 수 있다.

나) ORIGEN-2 코드

ORIGEN2 코드는 130개 핵종의 악티나이드, 850개 핵종의 핵분열 생성물(fission

products), 720개 핵종의 방사화 생성물(activation products) 등 모두 1,700개 핵종

을 취급할 수 있으며, 조사(irradiation) 및 냉각에 따른 각 핵종별 구성비 및 핵물질

과 관련한 특성을 산출한다. 각 핵종별로 질량, 동위원소별 성분비, 방사능, 열출력

(thermal power), 위해도(toxicity), 반응률(reaction rate), 중성자 방출(neutron

emission), 광자 방출(photon emission) 반응 등을 계산할 수 있다.

해석 시 주요 악티나이드를 제외한 핵종의 미시적 반응단면적(microscopic cross

section)은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사용한다. 주요한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해

서는 조사 시 핵연료 조성 및 중성자 스펙트럼이 변화에 따른 반응 단면적의 변화

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연소도의 함수로서 반응 단면적

(burnup-dependent cross section)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이 코드에서는 원자로를 일점으로 간주하고 행렬지수법(Matrix Exponential

Method)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석한다. 따라서 입력문에 원자로에 대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각 핵종별로 연소 및 냉각에 따른 핵종 i 의

시간에 따는 변화율은 비제차(nonhomogeneous) 1차 상미분 방정식인 식 (1.11)에

의해 계산된다.

dXi
dt

= ∑
N

j=1
l ijλ jX j+Φ ∑

N

k=1
f ikσ kX k-(λ i+Φσ i+r i)X i+F i i= 1,....,N (1.11)

여기서 Xi= atom density of nuclide i

N= number of nuclides

lij= fraction of radioactive disintegration by other nuclides, which leads

to formation of species i

λi= radioactive decay constant

Φ = position- and energy-averaged neutron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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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k= fraction of neutron absorption by other nuclides, which leads to

formation of species i

σk= spectrum-averaged neutron absorption cross section of nuclide k

ri = continuous removal rate of nuclide i from the system

F i= continuous feed rate of nuclide i, 이다.

식 (1.11)에서 ri는 연산시 핵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Fi는 핵

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항이다. 이는 DUPIC Fuel Cycle과 같이

핵연료 가공시 Xe, Cr과 같이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가공 중에 빠져나가는 현상

과 같은 것을 모사할 때 사용되며, 또한 신핵연료 가공시 추가되는 핵연료를 모사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항이다.

식 (1.11)을 보면, 중성자속 및 중성자 흡수 단면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리적 상

수이므로 이 값만 정확히 식 (1.11)에 적용되면 시간에 따른 핵종량 및 방사능량 계

산시 오차는 유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식 (1.11)에서 핵종 i 의 시간에 따른 변

화율을 추적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중성자속( Φ)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

다. 첫째, MCNP로부터 얻은 값을 직접 ORIGEN-2의 입력문에 데이터 값으로 적

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비열출력(specific power) 값을 입력문에 적용함으로써

중성자속은 식 (1.12)에 의해 계산되어 식 (1.11)에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에 의해 중성자속을 ORIGEN-2 코드의 입력 값으로 적용하는 경우

는 입력문을 통해 들어온 중성자속이 그대로 식 (1.11)에 대입되어 핵종량 및 방사

능 계산에 사용되므로 MCNP 코드에서 군축약된 중성자 포획 단면적만 정확하다면

핵종량 및 방사능량 분석에 오차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르다. 만일 입력 값으로 원자로 조사 중의 비열출력 값을 ORIGEN-2 코드의 입

력문에 넘겨주면, ORIGEN-2 코드는 식 (1.12)에 의해 중성자속을 자체적으로 계산

하여 식 (1.11)에 적용하므로 식 (1.12)에 존재하는 핵분열 물질의 핵분열 반응 단면

적( σ f
i)이 정확하지 않다면, 중성자속은 잘못 계산되어 식 (1.11)에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비열출력 값을 넘겨주어 ORIGEN-2에서 계산된 중성자속을 이용할 경우에

는 핵분열성 물질의 핵분열 단면적도 정확히 MCNP에서 평가하여 넘겨주어야 한

다. 이는 매우 복잡하며, 또한, 핵분열성 물질의 핵분열 반응단면적(fission cross

section)은 연소에 따라 크게 변하고 ORGEN-2 코드에서 핵분열 반응단면적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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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1.12)

여기서 , Φ = instantaneous neutron flux(n․cm-2․s-1)

P = power(MW)

X f
i = amount of fissile nuclide i in the fuel (g․atom)

σ f
i = microscopic fission cross section for nuclide i(b)

R i = recoverable energy per fission for nuclide i (Mev/fission).

Ri 값은 핵분열 핵종에 대한 함수로서 식 (1.13)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

R i (Mev/fission) = 1.29927 × 10-3 (Z2A0.5) + 33.12 (1.13)

여기서, Z 및 A 는 각각 핵분열 핵종 i 의 원자 번호 및 질량수를 나타낸다. 이

코드는 사용자가 조사될 물질 및 조사 이력(irradiation history)을 상세히 입력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중성자 및 붕괴 라이브러리를 요구한다. 이 라이

브러리를 가지고 노물리 계산을 수행한다. 이 라이브러리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생성한 라이브러리에는 핵종의 반감기, 붕괴형태 및

기타 자료, one-group 단면적이 함유되어 있다.

ORIGEN-2 코드에서는 식 (1.11)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행렬지수법을 사용

한다. 식 (1.11)에서 F i의 값이 "Zero" 인 경우, 즉 물질 추가가 없는 경우에는 재

차 방정식(homogeneous equation)이 되며, 이 방정식은 식 (1.14)와 같이 표현된다.

   (1.14)

여기서,  = 핵종의 미분값(a column vector), A = the transformation

rates(1700×1700 matrix), X = 핵종 농도(a column vector)이다.

식 (1.14)을 해석하기 위한 수치해석 방법론은 Gauss-Seidal Successive Method

가 사용되며, 최종시간 시간 t 에서 산출된 핵종량은 ORIGEN-2의 출력값 또는 또



- 102 -

다른 임의 시간 t' 에서의 핵종량 분석을 위한 입력값이 될 수 있다. 그런데

exp(At) 항은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항이 아니므로, 식 (1.15)와 같이 Power series

로 전개한 값을 사용한다.

e At = I + At + A 2 t2

2!
+ A 3 t3

3!
+ … (1.15)

ORIGEN-2 코드에 사용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3개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즉,

『Decay data library』, 『Cross section and fission product yield data library』

및 『Photon yield library』등이다.

『Decay data library』는 각 핵종별 반감기, 붕괴형태, 회수에너지(recoverable

energy), 천연 존재비(natural abundance), 및 독성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라이

브러리는 ORIGEN-2 코드에 decay data를 제공함과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핵종 이름은 ORIGEN-2 계산에서 고려될 전체 핵

종 항목을 나타낸다. 핵종이 계산에 포함되려면, 계산상에 핵반응 단면적 및 광자

에 대한 정보만이 필요할 지라도 반드시 decay library에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

라이브러리는 ORIGEN-2 출력문에서 출력될 순서를 지정한다. 따라서 Decay

library는 반드시 Photon library와 최초 핵종 구성 비율이 묘사되기 전에 선행하여

입력문에 등장해야 한다. 표 1.17에서는 Decay library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였다.

Decay library에는 Activation products, Actinides and daughters, Fission products

등의 순으로 그룹화되어 정보가 제공되며, 이는 『Cross section and fission

product yield data library』 및 『Photon data library』도 동일하다.

『Cross section and fission product yield data library』에는 (n,γ), (n, 2n),

(n,3n), (n,α), (n,p) 및 (n, fission)에 대한 핵반응 단면적 및
232
Th,

235
U,

238
U,

239
Pu,

241Pu, 245Cm 및 252Cf에 대한 각 핵종별 fission yield 값이 기재되어 있다. Fission

product yield data는 activation product 및 actinides and daughter와 관련한 라이

브러리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fission product에 대한 library segment에만 존재한다.

표 1.18에는 『Cross section and fission product yield data library』 전체 구조가,

표 1.19에는 Activation production에 대한 세부 핵반응 단면적 구조가 설명되어 있

다. 표 1.19에서 ⑤ 및 ⑥의 반응단면적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⑤의 반응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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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activation product 및 fission product에 대해서는 표 1.19와 같이 (n, α) 반응

단면적을, actinide에 대해서는 (n, 3n) 반응단면적을 나타낸다. ⑥의 반응단면적은

activation product 및 fission product에 대해서는 (n, p) 반응 단면적을, actinide에

대해서는 (n, fission) 반응 단면적을 나타낸다. 주요 actinide 핵종에 대해서 Cross

section library에 존재하는 (n, fission) 반응 단면적은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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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CAY LIBRARY: ACTIVATION PRODUCTS                                    

   1   10010  6     0.0       0.0       0.0       0.0       0.0       0.0       

   1                0.0       0.0       0.0       9.998E 01 1.000E 00 1.000E 00 

          ~              ~                ~

   1  842111  1     2.500E 01 0.0       0.0       0.0       1.000E 00 0.0       

   1                0.0       0.0       7.600E 00 0.0       2.000E-14 3.000E-08 

  -1                                                                            

   2      DECAY LIBRARY: ACTINIDES AND DAUGHTERS                                

   2   20040  6     0.0       0.0       0.0       0.0       0.0       0.0       

   2                0.0       0.0       0.0       1.000E 02 1.000E 00 1.000E 00 

          ~              ~                ~

   2  162500  6     0.0       0.0       0.0       0.0       0.0       0.0       

   2                0.0       0.0       0.0       0.0       0.0       0.0       

  -1                                                                            

   3      DECAY LIBRARY: FISSION PRODUCTS                                       

   3   10030  1     3.897E 08 0.0       0.0       0.0       0.0       0.0       

   3                0.0       0.0       5.680E-03 0.0       2.000E-07 3.000E-03 

         ~              ~                ~

   1  280590  7     8.000E 01 0.0       1.000E 00 0.0       0.0       0.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0.0       0.0       6.700E-03 0.0       2.000E-08 2.000E-04 

 ①                  ⑩       ⑪        ⑫        ⑬        ⑭        ⑮  

          ~              ~                ~

   3  701720  6     0.0       0.0       0.0       0.0       0.0       0.0       

   3                0.0       0.0       0.0       2.190E 01 1.000E 00 1.000E 00 

  -1                                                                            

 ① : the number of this decay library segment

 ② : a six-digit nuclide identifier

 ③ : time unit designation of the half-life 
      (1=sec, 2=minutes, 3=hours, 4=days, 5=years, 6=stable, 7=103 years, 8=106 years, 8=109 years)

 ④ : half-life of nuclide in units given by ③

 ⑤ : fraction of negatron beta decay transitions that results in daughter nuclide being in

      a relatively long lived excited state

 ⑥ : fraction of all decay events which take place by positron or electron capture

 ⑦ : fraction of positron and/or electron capture decay events that cause the daughter nuclide 

      to be in a relatively long-lived excited state

 ⑧ : fraction of all decay events which take place by alpha decay

 ⑨ : fraction of all decay events of an excited nuclear state which result in the production

      of the ground state of the same nuclide 

 ⑩ : fraction of all decay events which take place by spontaneous fission

 ⑪ : fraction of all decay events that are (beta + neutron) decays
      (e.g., 

89
Br decays to 

88
Kr+beta+ neutron)

 ⑫ : average, total recoverable energy released by each decay event, in MeV 

 ⑬ : naturally occurring isotopic abundance of nuclide in atom percent

 ⑭ : radioactivity concentration guide for continuous inhalation of nuclide

 ⑮ : radioactivity concentration guide for continuous ingestion of nuclide

표 1.17. Decay data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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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STRUCTURAL MATERIAL & ACTIVATION PRODUCT XSEC LIBRARY--PWRU          

 204   10010 3.474E-02 0.0       0.0       0.0       0.0       0.0         -1.0 

 204   10020 4.874E-05 1.192E-03 0.0       0.0       0.0       0.0         -1.0 

 204   10030 5.518E-07 0.0       0.0       0.0       0.0       0.0         -1.0 

 204   20030 5.879E 01 0.0       0.0       4.902E 02 0.0       0.0         -1.0 

          ~              ~                ~

 204  822070 6.720E-02 0.0       0.0       0.0       0.0       0.0         -1.0 

 204  822080 4.479E-05 0.0       0.0       0.0       0.0       0.0         -1.0 

 204  832090 4.228E-03 5.805E-04 0.0       1.747E-06 3.115E-03 0.0         -1.0 

 204  832100 4.966E-03 0.0       0.0       0.0       0.0       0.0         -1.0 

 204  842100 2.759E-03 0.0       0.0       0.0       4.600E-05 0.0         -1.0 

  -1                                                                            

 205       ACTINIDE AND DAUGHTER NUCLIDES XSEC LIBRARY--PWRU                    

 205  822060 2.472E 00 0.0       0.0       0.0       0.0       0.0         -1.0 

 205  822070 6.720E-02 0.0       0.0       0.0       0.0       0.0         -1.0 

 205  822080 4.479E-05 0.0       0.0       0.0       0.0       0.0         -1.0 

 205  822100 4.598E-02 0.0       0.0       0.0       0.0       0.0         -1.0 

          ~              ~                ~

 205  982540 9.204E 00 0.0       0.0       0.0       0.0       0.0         -1.0 

 205  992530 1.322E 02 0.0       0.0       0.0       9.185E 01 0.0         -1.0 

 205  992541 1.196E-01 0.0       0.0       1.692E 02 0.0       0.0         -1.0 

 205  992540 3.679E 00 0.0       0.0       2.885E 02 0.0       0.0         -1.0 

  -1                                                                            

 206       FISSION PRODUCT XSEC AND YIELD LIBRARY--PWRU                         

 206   10030 5.518E-07 0.0       0.0       0.0       0.0       0.0          1.0 

 206     2.00E-02 1.35E-02 1.10E-02 2.30E-02 1.75E-02 1.75E-02 1.75E-02 1.75E-02

 206   30060 2.575E-03 0.0       8.297E 01 1.268E-03 0.0       0.0          1.0 

 206     5.00E-05 5.00E-05 5.00E-05 5.00E-05 5.00E-05 5.00E-05 5.00E-05 5.00E-05

 

          ~              ~                ~

 206  681671 0.0       0.0       0.0       0.0       0.0       0.0          1.0 

 206     1.46E-11 5.35E-11 6.57E-11 2.71E-10 3.76E-09 3.97E-10 3.96E-10 3.96E-10

 206  681680 1.043E 00 0.0       8.250E-06 0.0       0.0       0.0         -1.0 

 206  701680 1.043E 03 0.0       3.510E-04 0.0       0.0       0.0         -1.0 

 206  691690 4.718E 01 0.0       9.197E-07 0.0       3.465E 00 0.0         -1.0 

 206  681700 9.531E-01 0.0       0.0       0.0       0.0       0.0         -1.0 

 206  691700 1.876E 01 0.0       0.0       0.0       0.0       0.0         -1.0 

 206  701700 8.189E 00 0.0       3.679E-06 0.0       0.0       0.0         -1.0 

 206  681710 2.575E 01 0.0       0.0       0.0       0.0       0.0         -1.0 

 206  691710 3.267E 00 0.0       0.0       0.0       0.0       0.0         -1.0 

 206  701710 1.221E 01 0.0       3.679E-06 0.0       0.0       0.0         -1.0 

 206  701720 7.202E-01 0.0       2.750E-06 0.0       0.0       0.0         -1.0 

  -1                                                                            

표 1.18. Cross section and fission product yield data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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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STRUCTURAL MATERIAL & ACTIVATION PRODUCT XSEC LIBRARY--PWRU          

 204   10010 3.474E-02 0.0       0.0       0.0       0.0       0.0         -1.0 

 204   10020 4.874E-05 1.192E-03 0.0       0.0       0.0       0.0         -1.0 

 204   10030 5.518E-07 0.0       0.0       0.0       0.0       0.0         -1.0 

 204   20030 5.879E 01 0.0       0.0       4.902E 02 0.0       0.0         -1.0 

          ~              ~                ~

 204  280590 1.084E 01 0.0       1.104E 00 0.0       0.0       0.0         -1.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204  822070 6.720E-02 0.0       0.0       0.0       0.0       0.0         -1.0 

 204  822080 4.479E-05 0.0       0.0       0.0       0.0       0.0         -1.0 

 204  832090 4.228E-03 5.805E-04 0.0       1.747E-06 3.115E-03 0.0         -1.0 

 204  832100 4.966E-03 0.0       0.0       0.0       0.0       0.0         -1.0 

 204  842100 2.759E-03 0.0       0.0       0.0       4.600E-05 0.0         -1.0 

  -1                                                                            

      

 ① : the number of this cross section library

 ② : a six-digit nuclide identifier

 ③ : one-group (n, γ) cross section leading to a ground state

 ④ : one-group (n, 2n) cross section leading to a ground state

 ⑤ : one-group (n, α) cross section leading to a ground state

 ⑥ : one-group (n, p ) cross section leading to a ground state

 ⑦ : one-group (n, γ) cross section leading to an excited state of the daughter

 ⑧ : one-group (n, 2n) cross section leading to an excited state of the daughter 

 ⑨ : greater than 0.0 = fission yield card follows

      less     than 0.0 = no fission yield card follows

표 1.19. Cross section for activation products

『Photon library』에는 activation and fission product에 대해서는 12개의 에너지

그룹, 악티나이드에 대해서는 18개의 에너지 그룹으로 붕괴당 광자 방출률이 내재

되어 있다. 표 1.20에는『Photon library』에 대한 구조가 설명되어 있으며, ③은

18개의 에너지 그룹중 광자가 속하는 에너지 그룹을, ④는 광자의 방출세기가 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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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UPDATED PHOTON LIBRARY: ACTIVATION PRODUCTS                     

 101   10030    1 2.02E-05  -1                                                  

 101   20060    1 8.54E-02   2 1.92E-02   3 1.30E-02   4 1.98E-02   5 1.30E-02  

                6 9.12E-03   7 1.42E-02   8 7.79E-03   9 5.28E-03  10 2.35E-03  

               11 1.42E-03  12 5.09E-04  13 1.03E-04  14 2.52E-05  15 2.83E-06  

               -1                                                               

          ~              ~                ~

 101  842111    7 8.38E-09  10 3.34E-09  11 1.90E-09  12 9.52E-10  13 4.77E-10  

               14 2.39E-10  15 1.76E-10  16 5.24E-11  17 3.40E-12  18 2.15E-13  

               -1                                                               

  -1                                                                            

 102            UPDATED PHOTON LIBRARY: ACTINIDES AND DAUGHTERS                 

 102  812070    1 2.54E-02   2 5.38E-03   3 3.52E-03   4 5.07E-03   5 3.05E-03  

                6 1.98E-03   7 2.56E-03   8 1.00E-03   9 4.04E-04  10 2.60E-03  

               11 4.67E-06  -1                                                  

          ~              ~                ~

 101  280650    1 3.29E-02   2 7.10E-03   3 4.71E-03   4 6.91E-03   5 4.30E-03  

  ①    ②    ③  ④       ③  ④       ③  ④      ③   ④      ③  ④ 

                6 2.88E-03   7 4.04E-03   8 4.69E-02   9 5.05E-03  10 1.96E-03  

③  ④ ③  ④       ③  ④      ③  ④       ③  ④  

               11 4.11E-01  12 8.23E-03  -1                                     

③  ④ 

          ~              ~                ~

 102  992550    7 2.66E-04  10 1.71E-04  11 7.97E-05  12 3.90E-05  13 2.26E-05  

               14 1.31E-05  15 1.18E-05  16 5.05E-06  17 5.82E-07  18 6.70E-08  

               -1                                                               

  -1                                                                            

 103            UPDATED PHOTON LIBRARY: FISSION PRODUCTS                        

 103   10030    1 2.02E-05  -1                                                  

 103   40100    1 9.18E-03   2 1.80E-03   3 1.11E-03   4 1.45E-03   5 7.43E-04  

                6 3.99E-04   7 3.26E-04   8 3.70E-05   9 3.74E-07  -1           

          ~              ~                ~

 103  691720    1 2.55E-02   2 5.43E-03   3 3.58E-03   4 5.20E-03   5 3.19E-03  

                6 2.11E-03   7 2.89E-03   8 1.27E-03   9 6.33E-04  10 1.72E-04  

               11 3.81E-05  12 4.78E-07  -1                                     

  -1                                                                            

 ① : the number of this decay library segment

 ② : a six-digit nuclide identifier

 ③ : the number of photon energy group

 ④ : photon intensity for energy group ③

표 1.20. Photon Library

방사성붕괴, 핵반응 단면적 및 광자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방사능 재고량 평가

측면에서 ORIGEN-2 Library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cross section and f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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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yield data library 부분에서 activation product에 대한 중성자 흡수 단면적

뿐이다. 즉 표 1.19에서 activation product 핵반응 단면적중 중성자 포획 단면적인

③번 영역만이 수정되어야 한다. 표 1.21에는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한 연소도별 반

응 단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한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해서는 연소도에 따라

반응단면적이 많이 변하므로 연소도에 따른 반응 단면적을 ORIGEN2.FOR, 즉 원시

파일에서 내장하고 있다. 표 1.21에서 "DATA DBUP"는 연소도, "DATA X02"는

U-235에 대한 각 연소도별 핵분열 반응단면적, "DATA X03"은 U-235에 대한 각

연소도별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나타낸다. 따라서 악티나이드의 반응단면적을 보

정하기 위해서는 원시파일을 직접 수정해서 컴파일 하여야 한다.

앞의 식 (1.12)에서 비열출력, P 값이 주어지면 ORIGEN-2는 중성자속을 자체적

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식 (1.12)에 존재하는 핵분열성 물질의 핵분열 반응단

면적이 원자로 내의 값과 다르면 노심영역의 핵종량 및 방사능을 계산할 때도 이

값은 수정되어야 하며, 식 (1.12)는 노심 외곽에서의 중성자속 산출에는 적용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MCNP 코드의 중성자속은 ORIGEN-2 코드의 입력문에 IRF

card를 통하여 직접 적용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한 반응단면

적은 외곽 구조물의 방사화 선원항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분열 생성

물의 핵종량 평가에는 ORIGEN-2 코드의 입력문에 중성자속을 넘겨주는 것보다,

비열출력 값을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MCNP를 통해 산출된 activation product에 대한 중성자 포획 반응단면적의 수정

은 핵반응 라이브러리를 직접 수정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으며, 또한 ORIGEN-2 코

드의 입력문에 LPU card를 적용함으로써 반응단면적을 보정할 수 있다. 또한,

fission product에 대한 cross section and fission yield library에 대한 구조는

activation product의 구조와 같으며, 단지 각 핵분열물질에 대한 fission yield 만이

추가된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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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ROUTINE XSEC01(NFUD, F, CBUP, NXSEC, NPT)                      XSE   10

C                                                                       XSE   20

C    PWR-U  ;XSDRNPM/CITATION,XSEC FROM CITATION                        XSE   30

C                                                                       XSE   40

      DIMENSION NFUD(7,20), F(32,20), CBUP(32)                          XSE   50

      DIMENSION X01(32), X02(32), X03(32), X04(32), X05(32), X06(32),   XSE   60

     *     X07(32), X08(32), X09(32), X10(32), X11(32), X12(32),        XSE   70

     *     X13(32), X14(32), X15(32), X16(32), X17(32), X18(32),        XSE   80

     *     X19(32), X20(32)                                             XSE   90

      DIMENSION MFUD(7,21), DBUP(32)                                    XSE  100

      DATA MXSEC, MPT /20,18/                                           XSE  110

      DATA DBUP /0.0,5.708E-01,1.151E00,1.738E00,2.329E00,2.923E00,     XSE  120

     *     2.923E00,3.461E00,3.995E00,4.528E00,5.061E00,5.593E00,       XSE  130

     *     5.593E00,6.077E00,6.558E00,7.038E00,7.518E00,8.000E00,0.0,13*XSE  140

     *     0.0/                                                         XSE  150

      DATA MFUD /922340,1,5*0,922350,1,5*0,922350,4,5*0,922360,1,5*0,   XSE  160

     *     922380,1,5*0,932370,1,5*0,942380,1,5*0,942380,4,5*0,942390,1,XSE  170

     *     5*0,942390,4,5*0,942400,1,5*0,942410,1,5*0,942410,4,5*0,     XSE  180

     *     942420,1,5*0,952410,1,5*0,952410,2,5*0,952430,1,5*0,952430,2,XSE  190

     *     5*0,962420,1,5*0,962440,1,5*0,7*0/                           XSE  200

      DATA X01 /1.935E01,1.935E01,1.935E01,1.937E01,1.939E01,1.941E01,  XSE  210

     *     1.926E01,1.926E01,1.926E01,1.928E01,1.930E01,1.932E01,       XSE  220

     *     1.933E01,1.932E01,1.933E01,1.934E01,1.936E01,1.939E01,0.0,13*XSE  230

     *     0.0/                                                         XSE  240

      DATA X02 /1.027E01,1.023E01,1.021E01,1.020E01,1.020E01,1.021E01,  XSE  250

     *     1.042E01,1.037E01,1.035E01,1.034E01,1.034E01,1.035E01,       XSE  260

     *     1.065E01,1.060E01,1.058E01,1.057E01,1.057E01,1.058E01,0.0,13*XSE  270

     *     0.0/                                                         XSE  280

      DATA X03 /4.578E01,4.551E01,4.534E01,4.526E01,4.525E01,4.531E01,  XSE  290

     *     4.660E01,4.632E01,4.615E01,4.607E01,4.606E01,4.612E01,       XSE  300

     *     4.781E01,4.752E01,4.735E01,4.726E01,4.726E01,4.732E01,0.0,13*XSE  310

     *     0.0/                                                         XSE  320

      DATA X04 /7.691E00,7.712E00,7.730E00,7.746E00,7.758E00,7.768E00,  XSE  330

     *     7.573E00,7.593E00,7.611E00,7.626E00,7.638E00,7.648E00,       XSE  340

     *     7.512E00,7.532E00,7.550E00,7.564E00,7.576E00,7.586E00,0.0,13*XSE  350

     *     0.0/                                                         XSE  360

      DATA X05 /8.878E-01,8.883E-01,8.889E-01,8.896E-01,8.903E-01,      XSE  370

     X*     8.911E-01,8.940E-01,8.944E-01,8.950E-01,8.957E-01,8.964E-01, SE  380

     X*     8.973E-01,9.027E-01,9.031E-01,9.036E-01,9.043E-01,9.051E-01, SE  390

     X*     9.059E-01,0.0,13*0.0/                                        SE  400

      DATA X06 /3.285E01,3.272E01,3.263E01,3.257E01,3.255E01,3.255E01,  XSE  410

     *     3.325E01,3.312E01,3.302E01,3.296E01,3.294E01,3.294E01,       XSE  420

     *     3.333E01,3.320E01,3.310E01,3.304E01,3.301E01,3.301E01,0.0,13*XSE  430

     *     0.0/                                                         XSE  440

          ~              ~                ~

      DATA X20 /1.367E01,1.367E01,1.368E01,1.369E01,1.371E01,1.372E01,  XSE  970

     *     1.375E01,1.376E01,1.376E01,1.378E01,1.379E01,1.380E01,       XSE  980

     *     1.387E01,1.387E01,1.388E01,1.389E01,1.390E01,1.392E01,0.0,13*XSE  990

     *     0.0/                                                         XSE 1000

     * 2*0.0 /

표 1.21. ORIGEN2.FOR의 악티나이드 핵반응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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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에서 산출된 중성자속을 ORIGEN-2의 입력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ORIGEN-2 코드의 입력문에 대한 구조파악이 필요하다. 표 1.22에는 원자로 구성

기기 중 압력용기 방사능 재고량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입력문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입력문은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는 PWRU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1.0×1014의 중성자속으로 300 일 동안 조사된 후 10,000년까지 냉각된 시점까지의

방사능 양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내장된 라이브러리에서 압력용기의 구성물질인

Fe-54 및 Co-59의 핵반응 단면적은 LPU 카드(data library replacement card)를

통하여 수정하여 시간에 따른 방사능을 평가하는 입력문이다.

표 1.22에서 사용된 LPU card는 decay 및 cross section data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전체 라이브러러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일부만을 수정코자 할 때 사용하면 편리

하다. 이 카드는 반드시 주 라이브러리보다 앞서 사용되어야 하며, 입력문 예제를

보면 라이브러리를 읽는 LIB card 앞에 사용되었다. 필요한 수만큼 사용할 수 있

으며, LPU 카드에서는 수정코자 하는 핵종 명만을 명시해주고 실제 수정코자 하는

데이터는 입력문의 하단부에 사용되었다. 입력문에서 하단부분에 밑줄 쳐진 부분은

실제로 data가 수정되어 입력된 값을 나타낸다. 표 1.23에는 PWRUS 라이브러리가

Fe-54 및 Co-59의 중성자 흡수단면적 수정 없이 사용된 경우와 LPU 카드를 사용

하여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에 대한 출력 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수정된 값은 표

1.16에서 압력용기 부분에서 평가된 값을 임의로 적용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된 Fe-55 및 Co-60의 방사능양이 중성자 흡수 단면적

이 수정되어 사용된 경우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LPU 카드가 적절히 적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압력용기 또는 격납용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수는 많지 않으며, 따라

서 LPU 카드를 사용하면 전체 라이브러리를 새로 생성할 필요 없이 일부 핵종의

반응 단면적만을 수정하여 편리하게 방사능 재고량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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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RDA * BURNUP OF FISSION MOLY TARGET WITH 93 % U3O8 FUEL
RDA ** CROSS SECTION LIBRARY = PWRUS LIBRARY
RDA   -1 = FRESH 3.2w/o FUEL WITH IMPURITIES (1MT = 1,000KG)
CUT  5  1.0E-10  7  1.0E-15  27  1.0E-15  -1
LPU  260540  270590  -1  
LIP  0  0  0
RDA      DECAY LIB      XSECT LIB               VAR. XSECT
LIB   0   1  2  3     601 602 603 9  50  0  1     38
RDA   PHOTON LIB
PHO  0 0 0  10
TIT  INITIAL COMP. OF UNIT AMOUNTS OF FUEL
RDA  READ FUEL COMPOSITION INCLUDING IMPURITIES (1000 KG)
INP  -1  1  -1  -1  1  1
TIT IRRADIATION OF ONE METRIC TON OF VESSEL
MOV  -1  1  0  1.0
HED  1    CHARGE
BUP
IRF   50  1.0E14    1   2   4   2
IRF  100  1.0E14    2   3   4   0
IRF  150  1.0E14    3   4   4   0
IRF  200  1.0E14    4   5   4   0
IRF  250  1.0E14    5   6   4   0
IRF  300  1.0E14    6   7   4   0
BUP
RDA    ***************DECAY MODULE************
OPTL  4*8  8 8 7 8 8 9*8 8 8 8 5*8
OPTA  4*8  8 8 7 8 8 9*8 8 8 8 5*8
OPTF  4*8  8 8 7 8 8 9*8 8 8 8 5*8
OUT   7 1 -1 0
HED     1   IRR FUEL
DEC     1   7    1    4    2
DEC    10   1    2    4    0
DEC    50   2    3    4    0
DEC   100   3    4    4    0
DEC   200   4    5    4    0
DEC     1   5    6    5    0
DEC    10   6    7    5    0
DEC   100   7    8    5    0
DEC  1000   8    9    5    0
DEC 10000   9   10    5    0
RDA   ****************OUTPUT MODULE*************
OPTL  4*8  8 8 7 8 8 9*8 8 8 8 5*8
OPTA  4*8  8 8 7 8 8 9*8 8 8 8 5*8
OPTF  4*8  8 8 7 8 8 9*8 8 8 8 5*8
OUT  10 1 -1 0
END
/*
//
 601  260540 6.860E-01 0.0       5.173E-04 1.426E-02 0.0       0.0         -1.0 
 601  270590 2.214E+01 0.0       3.965E-05 4.367E-04 2.430E+00 0.0         -1.0 
/*
// 
2   922350  32000. 922380 968000.  0    0.0                         FUEL 3.2w/o fuel 
4   030000  1.0     050000 1.0     060000  89.4   070000 25.0      FUEL IMPUR
4   080000 135979.7 090000 10.7    110000  15.0   120000  2.0      FUEL IMPUR
4   130000 16.7     140000 12.1    150000  35.0   170000  5.3      FUEL IMPUR
4   200000 2.0      220000 1.0     230000  3.0    240000  4.0      FUEL IMPUR
4   250000 1.7      260000 18.0    270000  1.0    280580  571708.2 FUEL IMPUR
4   280600 220219.8 280610 9573.7  280620  30568  280640  7776.5   FUEL IMPUR
4   290000 1.0      300000 40.3    420000  10.0   470000  0.1      FUEL IMPUR
4   480000 25.0     490000 2.0     500000  4.0    640000  2.5      FUEL IMPUR
4   740000 2.0      820000 1.0     830000  0.4    0       0.0      FUEL IMPUR
4 260000  688.44 240000  190.0  280000   89.2   250000 20.0  SS-304
4 060000  0.8    150000  0.45   160000   0.3    140000 10.0  SS-304
4 070000  1.3    270000  0.8         0   0.0                 SS-304
0

표 1.22. 방사능 재고량 평가 입력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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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RUS LIBRARY 수정전

     POWER= 1.34198E+01 MW,  BURNUP= 4.02593E+03 MWD,  FLUX= 1.00E+14 N/CM**2-SEC
0                     7 SUMMARY TABLE:  RADIOACTIVITY,  CURIES      
                                                                                                     
            CHARGE       50.0D    100.0D    150.0D    200.0D    250.0D    300.0D 
 FE 55      0.000E+00 7.721E+02 1.516E+03 2.234E+03 2.925E+03 3.592E+03 4.235E+03
 CO 60      0.000E+00 5.362E+01 1.080E+02 1.642E+02 2.226E+02 2.835E+02 3.470E+02
 CO 60M     0.000E+00 1.390E+02 1.824E+02 2.393E+02 3.034E+02 3.712E+02 4.409E+02

 PWRUS LIBRARY 수정후

    POWER= 1.34198E+01 MW,  BURNUP= 4.02593E+03 MWD,  FLUX= 1.00E+14 N/CM**2-SEC
0                     7 SUMMARY TABLE:  RADIOACTIVITY,  CURIES      
                                                                                                     
            CHARGE       50.0D    100.0D    150.0D    200.0D    250.0D    300.0D 
 FE 55      0.000E+00 7.721E+02 1.516E+03 2.234E+03 2.925E+03 3.592E+03 4.235E+03
 CO 60      0.000E+00 1.335E+02 2.662E+02 3.989E+02 5.323E+02 6.666E+02 8.019E+02
 CO 60M     0.000E+00 1.619E+03 1.658E+03 1.710E+03 1.769E+03 1.833E+03 1.898E+03

표 1.23. 중성자 흡수 단면적 수정 유무에 따른 방사능 재고량 출력 예

다) MCNP/ORIGEN2 방사화계산 체계

MCNP[1-8] 및 ORIGEN2 코드의 특성 및 구조가 파악되었으므로 이 코드들을

연계하여 방사화 계산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사화 평가체계는 사용자 편의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문제해석을 위한 기능

모듈은 MCNP와 ORIGEN-2를 이용한다. 여기서 사용자 편의환경은 노심 상태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정의하며, MCNP는 사용자편의환경에서 제공한 노심상태 입

력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위치에서의 중성자속 및 핵반응단면적을 생산

하며, ORIGEN-2는 MCNP가 계산한 핵반응단면적 및 중성자속을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제공한 조사이력을 적용하여 각 영역별 핵종량을 산출한다. 평가체

계 구성도는 그림 1.64와 같다.

○ General DB 모듈

이 모듈에서는 노심열출력분포, 노심운전이력, 핵연료 장전모형, 각 핵연료별 연

소도 분포 등의 정보를 DB 파일로 내장하고 있다. 이 DB 파일은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이고 수정이 가능한 형태이다. 집합체 연소계산 모듈에서는 연소도

에 따른 핵종량을 계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구현하

거나 또는 중수로 핵연료에 대해 연소도에 따른 핵종량 라이브러리를 미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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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하는 형태이다.

○ MCNP 입력문 작성모듈

MCNP 입력문은 크게 노심의 기하학적 형태, 각 영역별 구성물질 등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의 구성은 상당한 작업시간을 요하며, 특히 연소된 노심의 모델 구성은

방대한 작업을 요한다. 이 작업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입력문이 작성

되도록 구성하였다. 집합체 연소계산모델에서 제공한 연소도별 핵종량 라이브러리

와 DB에서 주어진 노심내 핵연료 위치별로 연소도 분포를 이용하여 각각의 연소도

에 상응하는 핵종량을 할당하여 입력문을 구성한다. 노심 기하학적 정보는 몇몇

변경이 가능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제공가능하며, 수정이 불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다. 노심 연소도분포에 부합하는

핵종량과 중성자속 및 핵반응단면적 값을 산출할 위치 등에 대한 정보만을 수정하

여 입력문을 자동 구성한다.

○ 중성자 수송계산 모듈

MCNP 코드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중성자 방사화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노심에서

중성자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각

구조물의 중성자 방사화 계산을 수행할 때마다, 노심부터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것

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상당한 계산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 노심

외곽에서의 중성자 선원분포를 도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구조물의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위한 계산시마다, 이전 단계에서 구해진 선원분포를 이용하여 노심

외곽에서부터 중성자를 발생시켜 계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 방사화재고량 평가모듈

MCNP를 이용하여 중성자의 거동을 모사하여 구조물 관심영역에서의 중성자속과

중성자흡수단면적을 구하고, 이를 ORIGEN-2 물질평형식의 핵반응단면적 및 중성

자속에 적용하여 핵종재고량 및 방사능준위를 도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일단

MCNP에서 구조재내 관심영역에서의 중성자속 및 핵반응단면적을 산출하면 이를

ORIGEN-2의 내장라이브러리에 있는 핵반응단면적을 교체하여 방사화 계산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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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조사이력 및 냉각이력의 정보를 받으

며, 어떤 핵종에 대한 정보를 산출할 지를 정의하며, 출력 값도 사용자 편의환경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낸다.

그림 1.65는 MCNP와 ORIGEN-2의 연계부분을 나타낸다. 우선,

MCNP/ORIGEN-2 연결 부분에서 제어해야 할 변수는 MCNP 코드 측면에서는 중

성자속과 단일 그룹으로 군축약된 반응단면적이며, ORIGEN-2 코드 측면에서는 핵

반응 단면적을 제어하기 위한 LPU 카드와, 조사를 위한 중성자속 입력카드인 IRF

카드, 냉각을 위한 DEC card, 어느 구성기기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최초 핵종 구

성비(initial composition), Activation product에 대해 출력값으로 어떤 값을 산출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OPTL card 등이다. 연결 프로그램은 ORIGEN-2 코드의 입력

문에 이 값들만 제어하면 원하는 구성기기에 대해 원하는 연소이력에 따라 핵종 방

사능 재고량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65에는 연결프로그램의 흐름도

(flowchart)가 제시되어 있다. 일단 MCNP에서 구조재내 관심영역에서의 중성자속

및 핵반응단면적을 산출하면 이를 ORIGEN-2의 내장라이브러리에 있는 핵반응단면

적을 교체하여 방사화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64. 방사화 계산체계 개념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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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MCNP와 ORIGEN2의 연결체계 흐름도 개념설계안.

다. 해체폐기물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개발

1) 노심모델

가) 가압경수로 노심 모델

가압경수로 원전 해체 폐기물량 산출모델로 한국 표준형 원전인 영광 5호기를 대

표 원전으로 선정하고, 1주기 노심인 신핵연료 장전 초기노심을 MCNP 코드를 이

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이 노심은 177개의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28wt.% 농축도를 갖는 A타입 핵연료집합체, 2.34wt.%, 1.28wt.%를 갖는 B타입

핵연료집합체, 2.84, 2.34wt.%의 농축도를 갖는 C타입 핵연료 집합체, 3.34wt.%,

2.84wt.%의 농축도를 갖는 D 타입의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 집합

체를 포함한 압력용기까지의 구조재는 근사 없이 묘사하였으며, 핵연료의 경우,

900K에서 생성된 ENDF/B-VI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감속재의 경우 600K에

서 생성된 ENDF/B-VI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였다. 그림 1.66과 같이

초기노심이 대칭성을 이용하여 반경방향으로 1/4 모델, 축방향으로 1/2로 모델을 구

성하여 1/8 노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구조물의 비대칭성이 고려하여 확장이 용

이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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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 영광 5호기 MCNP 모델.

앞서 구성된 노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MCNP 코드를 실행하여 초기노심

임계조건 상태에서의 노심 유효증배계수(Keff) 및 출력분포 값을 구한 결과, 그림

1.67에서 보듯이, 영광 5호기의 경우, Keff 값이 0.99749±0.0045, 월성 2호기의 경우

0.99487±0.00038로 근접하고 있어, 모델링의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광5호기

의 경우 MCNP로부터 산출된 노심 평면 출력분포와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하는 영광5호기 초기노심(BOL)의 평면출력 분포를 비교한 결과, 그림 1.68과 같

이, RMSE(Root Mean Square Error) 값이 4.6 % 이내로 나타나 본 연구 MCNP

모델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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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MCNP 시뮬레이션에 따른 K_eff 변화 (영광 5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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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Assembly Relative Power Distribution.

Root Mean Square Error = 4.553 %

나) 가압중수로 노심 모델

가압중수로 원전에 대해서는 노심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월성1호기[1-9]를

대상으로 MCNP 코드를 이용하여 6,579 EFPD 운전시점에서의 연소노심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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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노심은 380개의 핵연료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핵연료 채널에는

12개의 핵연료 다발이 각기 연소되어 장전되어 있다.

연소노심 모델에는 연소된 각 핵연료에 존재하는 모든 핵종을 고려할 경우 계산

시간 및 상당량의 메모리를 요구하므로 각 핵종별로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바탕으로

중요도를 그림 1.69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69에서 보듯이 중요도가 높은 순서

대로 약 40개의 핵종을 묘사하면 총 흡수단면적의 99% 이상을 취급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연소노심 모델 개발 시 악티나이드 핵종에 대해서는

16개 핵종을 고려하였으며, 핵분열 생성물에 대해서는 103Rh, 105Rh, 131Xe, 135Xe,

149Nd, 147Pm, 149Sm, 151Sm 등을 포함하여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24개 핵종을 고려

하였다. 조절봉 및 구조물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전노심(full core)으로 묘사하였으

며, 구조물에 대해서는 노심반응도 제어장치, 제어장치 지지구조물, 노심 양 측면

구조물을 모두 반영하였다.

핵반응 단면적은 235U, 238U, 239Pu에 대해서는 ENDF/B-VI 핵자료를 이용하여

1,200K에서 생산된 연속핵반응 단면적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핵종에 대해서는

300K에서 생산된 연속핵반응단면적을 사용하였다. 냉각재와 감속재에 대해서는

900K 및 600K에서 생산된 연속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각각 사용하였다. 그림

1.70은 최종적으로 개발된 MCNP 연소노심 모델을 측방향 단면도, 그림 1.71은 상

부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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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중성자흡수단면적에 대한 누적 확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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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 MCNP 연소노심 모델의 측면도.

그림 1.71. MCNP 연소노심 모델의 상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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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증배계수 및 채널출력 분포 값을 바탕으로 POWDERPUFFS/RFSP 계산 결

과와 비교하여 개발된 노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표 1.24는 개발된 4개의 연소

노심 모델에 대한 유효증배계수 값이다. 모든 노심이 임계노심이므로 이론적으로

유효 증배계수는 1.0이어야 한다. 표 1.24와 같이 모든 노심은 임계값에 근접하며,

특히 본 과제 목표치인 오차범위 500 pcm 이내에서 임계값에 근접하고 있어 개발

된 노심은 유효증배계수 측면에서 타당하였다. 그림 1.72는 6,579EFPD에서의 다발

평균모델에 대한 채널출력분포 계산 값의 비교결과이다. POWDERPUFF/RFSP로

계산한 채널출력분포 값과 MCNP 연소노심모델을 통해 계산한 채널출력 값은

RMSE 값이 4.1%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제 목표값 5% 이내이다.

연소노심 모델 유효증배계수

임의시점 연소도

(6,579EFPD)

다발평균 모델 0.997210 0.00009

환평균 모델 0.99573 0.00004

기간평균 연소도
다발평균 모델 1.00025 0.00127

환평균 모델 0.00073 0.00227

표 1.24. 각 연소노심 모델별 유효증배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A -2.3 -1.2 -2.1 -2.8 -2.3 -4.6 A

B -0.7 2.9 3.2 2.6 2.7 1.3 0.2 -0.3 -0.8 -0.9 -3.3 -5.5 B

C -1.6 0.8 2.2 2.9 1.6 1.7 2.0 1.5 0.3 -0.3 -1.1 -1.5 -3.5 -4.8 C

D -2.4 -0.6 0.4 1.1 1.7 1.1 0.8 1.3 1.1 0.4 -0.1 -0.7 -1.6 -2.6 -3.6 -5.5 D

E -2.4 -1.2 -0.2 0.3 0.2 0.6 0.8 0.7 1.1 1.1 0.0 -1.6 -1.8 -1.6 -2.5 -3.4 -4.5 -4.6 E

F -2.1 -0.2 0.2 0.5 0.2 0.3 0.2 -0.3 -0.4 0.6 -0.9 -1.0 -1.4 -1.8 -1.9 -2.0 -1.7 -3.2 F

G -2.5 -1.7 -1.3 -0.1 -0.5 -1.4 -1.4 -1.7 -2.2 -2.6 -1.7 -1.6 -1.5 -1.6 -1.2 -1.5 -1.7 -1.8 -2.4 -2.6 G

H -2.9 -2.5 -2.5 -1.6 -2.0 -2.4 -2.9 -3.0 -2.9 -3.3 -3.4 -3.1 -4.3 -3.8 -3.1 -1.7 -1.7 -1.7 -2.0 -1.6 H

J -5.2 -2.6 -2.3 -3.1 -2.7 -3.4 -3.5 -3.7 -3.5 -3.7 -3.5 -3.1 -2.7 -2.7 -2.2 -1.9 -1.6 -1.0 -1.4 -1.3 -0.5 -1.8 J

K -4.3 -3.3 -3.1 -3.3 -2.0 -2.3 -3.2 -3.5 -3.0 -2.7 -2.4 -2.1 -2.2 -3.2 -3.1 -1.7 -1.4 -0.5 -1.0 -0.7 -0.2 -1.8 K

L -3.0 -3.0 -2.8 -3.8 -3.8 -4.3 -5.4 -4.9 -4.0 -3.6 -3.1 -2.0 -1.8 -2.5 -2.6 -2.0 -2.1 -0.6 -0.8 -0.1 0.2 -0.2 L

M -2.7 -3.5 -3.0 -4.2 -4.2 -3.9 -4.5 -3.7 -3.2 -2.7 -2.0 -1.2 -1.4 -2.1 -2.1 -1.8 -1.1 -1.3 -0.7 -0.5 0.7 0.4 M

N -1.8 -3.4 -3.0 -4.4 -4.2 -4.4 -3.7 -3.6 -2.6 -1.8 -0.8 -0.3 -0.5 -0.6 -1.3 -1.9 -1.1 -0.4 -0.5 -0.3 1.2 1.6 N

O -3.4 -2.7 -3.0 -3.1 -3.4 -3.2 -3.3 -3.0 -1.9 -1.4 5.0 0.0 0.1 0.4 0.1 -0.2 -0.2 0.3 -0.2 0.5 0.7 0.8 O

P -3.4 -2.4 -2.7 -2.1 -1.7 -2.3 -1.9 -0.9 -0.8 0.0 0.7 1.4 1.5 1.1 1.3 1.0 1.4 1.7 1.5 1.9 P

Q -2.0 -2.0 -1.6 -0.5 -0.5 -0.8 -1.0 -0.2 0.4 0.3 0.9 1.8 1.6 2.4 3.3 2.6 3.1 2.8 2.3 1.1 Q

R -1.2 -0.8 0.9 1.0 1.0 0.6 1.4 2.2 1.8 2.3 3.0 3.6 4.2 4.9 4.7 5.2 4.7 3.0 R

S -0.8 0.6 2.9 3.2 2.5 2.5 2.4 2.7 2.9 3.4 3.8 3.9 5.2 5.8 6.4 7.7 5.7 4.0 S

T 2.3 2.9 3.6 4.2 4.3 4.7 4.7 4.9 5.1 5.5 5.9 6.6 8.2 8.4 8.8 7.7 T

U 6.5 7.6 7.6 6.6 6.5 7.4 7.0 6.6 8.2 8.7 8.8 11.0 11.6 13.8 U

V 9.8 9.8 9.4 9.6 9.4 9.5 10.1 11.0 12.2 13.4 14.9 16.9 V

W 11.2 12.8 12.6 13.0 14.2 14.4 W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림 1.72. 6,579 EFPD에서의 RFSP와 MCNP

채널출력분포 값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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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편의환경 및 모듈 개발

가) 노심 운전이력 입력창

노심 운전이력을 입력하는 사용자편의환경은 연도별 운전실적을 입력할 수 있다.

호기를 선택하면 운전시작연도가 기본 값으로 올라오며, 운전기간을 선택하면 그림

1.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 이용률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칸이 자동으로 생성

된다. 이렇게 입력된 값은 향후 ORIGEN-2 입력문 작성시 조사이력으로 전환되어

적용된다.

MCNP에서 고정선원 예제를 해석할 경우에는 노심 내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중성

자를 발생시키므로 출력분포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또한, 각 영역

별로 핵종량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연소도를 알아야 하므로 이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입력값을 제대로 불러왔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핵연료 평면(plane)별로 수치를 확인하고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

현하였다. 그림 1.74는 연소도 및 출력분포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3. 노심 기본정보 입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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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출력분포 및 연소도 입력 환경.

나) 중성자 수송 계산을 위한 입력창

1차연도 연구결과로서 집합체 평균 핵종수밀도를 적용하여 노심을 구성하는 모델

과 집합체 별로 평균하여 노심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관

련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입력창에서는 집합체에 대한 기본정보만을 입력하고 집

합체 균질방법을 선택해 주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BUNDL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각

모델에 맞는 핵종수밀도를 각 영역별로 산출하여 MCNP 입력문에 할당해 준다.

그림 1.75는 핵연료 다발 정보 및 균질화 모델을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영역에 대해 중성자속 및 핵반응단면적을 구해서 업데이트 할 것인지를 미

리 MCNP 입력문에 할당해야 중성자 수송 계산시 이 값을 산출하므로 이에 대한

입력정보를 부여할 수 있는 입력창을 구현하였다. 노심 내부를 선택하면 분산감소

기법 적용 없이 전노심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석하여 해당값을 도출토록 하였으며,

노심 외부를 선택하면 표면선원분포 파일 정보를 주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선원을

구하고 노심외부 관심 영역에서 중성자속 및 핵반응단면적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모든 핵반응단면적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으므로 어떤 핵종에 대해 핵

반응단면적을 업데이트할 것인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구비하였다. 그림

1.76은 핵반응단면적 및 영역 지정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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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5. 핵연료 다발정보 및 균질화 모델 선택 환경.

그림 1.76. 출력분포 및 연소도 입력 환경.

다) 방사화재고량 평가 입력환경

이 입력환경에서는 냉각시간을 정의하고 출력하고자 하는 방사선원항 중 어느 값

을 도출할 것인지를 입력하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즉 앞서 노심 내 운전이력

정보를 받아 구조물 조사이력 입력문을 작성하고 여기서 정의한 냉각시간 정보를

입력받아 냉각이력에 해당하는 입력문을 작성한다. 방사선원항 중 어떤 값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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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에 대해 즉, 핵종량, 방사능세기, 붕괴열, 위해도 중 어떤 값을 도출할 것

인지를 정의하도록 입력환경이 구비되어 있다. 그림 1.77은 이에 대한 입력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7. 방사화 계산 시 냉각시간 및 출력값 지정화면.

라. 해체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검증

선원항 평가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체계에 의한 해석값과 시편

분석을 통한 시편 내 핵종량을 비교하여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시편분

석은 가압중수로 압력관을 분석하여 해석값과 비교하였다.

1) 핵종재고량 평가 가정 및 시편 위치

인출된 E11 압력관은 1982년 12월 21로부터 11년 4개월 동안 노심 내에 위치하

였으며, 1차연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시점까지 원자로 이용율은 85.8%, 2009년 5

월말 기준으로 15년 0.8개월 동안 냉각되었다. 이 정보는 ORIGEN-2 계산에서 그대

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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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 계산을 통해 얻어진 중성자속은 및 핵반응단면적은 ORGEN-2에 적용되

었으며, 이 값이 조사시간 내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정하고 해석하였다. 즉 6,579

EFPD에서 얻어진 중성자속으로 시편이 11년 4개월 동안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되

었다고 가정하였다.

E11 압력관은 원자로 인출후 한 번도 채취된 바 없이 수조 내에서 그대로 보관되

어 왔다. 채취된 시편의 최종위치는 표 1.25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1.25에는

A-Side에서 보았을 때의 각 채녈별 좌표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

였으며, 횡 방향으로 절단된 위치만을 기록하였다.

시 편
A Side 기준 좌표

(horizontal coordinate)
MCNP 좌표*

EP4 34 39 -269 -264

EP34 89 94 -214 -209

EP3 281 286 -22 -17

표 1.25. 채취된 시편의 좌표

* MCNP 좌표는 각 채널의 중심이 “0”이며 A Side 쪽이 “-” 값을 갖음

2) 핵종재고량 평가 결과

가공된 EP4, EP34, EP3 시편의 중성자속은 각각 9.5E+13 n/cm2․sec, 2.198E+14

n/cm
2
․sec, 4.670E+14 n/cm

2
․sec로 평가되었다. 시편 내 핵종량 분석을 통해 압

력관 채취 시료별 비 방사능량은 표 1.26과 표 1.27에 기재된 바와 같다. 주요 핵

종에 대해서만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초기조성은 “Standard Specification for

Wrought Zirconium-2.5Niobium Alloy for Surgical Implant Applications (UNS

R60901)”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성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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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핵종

EP4 EP34 EP3

평균
표준편차
(1σ)

평균
표준편차
(1σ)

평균
표준편차
(1σ)

Mn54 3.66E-01 1.72E-02 7.74E-01 2.41E-02 1.50E+00 3.24E-02

Fe55 3.14E+05 1.48E+04 6.78E+05 2.11E+04 1.37E+06 2.95E+04

Ni59 5.15E+02 2.42E+01 6.55E+02 2.04E+01 6.15E+02 1.33E+01

Co60 6.32E+05 2.98E+04 9.10E+05 2.83E+04 1.13E+06 2.44E+04

Ni63 8.87E+04 4.18E+03 1.53E+05 4.77E+03 2.02E+05 4.35E+03

Nb94 3.15E+06 1.48E+05 5.98E+06 1.86E+05 9.41E+06 2.03E+05

표 1.26. E11 채널에 대한 주요핵종별 비방사능 평가 결과 (단위: Bq/g)

시 료 명
방 사 능 (Bq/g)

계 측 일
핵 종 측정값 ± 2σ

EP3-1

Mn-54 < 6.13E+03

2009-07-08Co-60 1.41E+06 ± 3.79E+04

Nb-94 8.55E+06 ± 3.25E+05

EP3-3

Mn-54 < 5.16E+03

2009-07-10Co-60 1.31E+06 ± 3.36E+04

Nb-94 8.21E+06 ± 3.12E+05

EP34-1

Mn-54 < 5.40E+03

2009-07-10Co-60 1.04E+06 ± 2.71E+04

Nb-94 6.08E+06 ± 2.31E+05

EP34-3

Mn-54 < 5.70E+03

2009-07-13Co-60 1.07E+06 ± 2.76E+04

Nb-94 6.54E+06 ± 2.49E+05

EP4-1

Mn-54 < 5.35E+03

2009-07-13Co-60 7.63E+05 ± 2.00E+04

Nb-94 4.19E+06 ± 1.60E+05

EP4-3

Mn-54 < 3.92E+03

2009-07-13Co-60 7.84E+05 ± 2.04E+04

Nb-94 4.16E+06 ± 1.58E+05

* 2σ는 계측오차

표 1.27. E11 채널에 대한 주요핵종별 비방사능 평가 결과 (단위: B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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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값과 시험분석 결과 비교

표 1.28는 MCNP로 계산한 Nb-94에 대한 비방사능 값과 시험분석을 통해 얻어

진 값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중앙에 위치한 EP3의

경우는 MCNP 계산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심 외곽에서는 MCNP 계산값이 낮게

예측되었다. 전체적으로 약 25% 이내에서 일치하였으며, 이는 원자로 운전기간을

고려할 때 잘 일치하였다.

EP4 EP34 EP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MCNP-EP 3.15E+06 2.96E+05 5.98E+06 3.72E+05 9.41E+06 4.06E+05

측정-EP3-1 4.19E+06 1.60E+05 6.08E+06 2.31E+05 8.55E+06 3.25E+05

측정-EP3-3 4.16E+06 1.58E+05 6.54E+06 2.49E+05 8.21E+06 3.12E+05

측정 - 평균 4.18E+06 2.25E+05 6.31E+06 2.40E+05 8.38E+06 4.51E+05

차이(%)* 24.62% 5.30% -12.28%

표 1.28. Nb-94 핵종에 대한 비방사능 결과 비교 (단위: Bq/g)

* 차이는 (측정값-mcnp값)/측정값 × 100 임

6. 결과 요약

선진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는 처분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방사선원항을 신뢰도를 확보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도출하기 위해 4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 현황분석프로그램, 사용후핵연료 발

생량 예측 프로그램,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원전해체

폐기물 정량화 프로그램이며, 검증예제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개발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처분시스템 설계, 건식저장시설 설계, 건식처리

공정 시설 설계에 향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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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학적방벽 개발

1. 처분용기 개발

가. 저온분사코팅 처분용기 개발

1) 처분용기 설계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구리-주철 이중구조의 처

분용기를 개발하여 심지층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구리를 외부용기

로 채택한 이유는 지하 500 미터 환경에서 구리의 부식률이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

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구리용기의 부식수명을 십만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만족할

만한 구리용기를 개발 중이다. 구리의 낮은 부식률을 고려하면, 3 cm 이하 두께의

구리용기만으로도 부식 수명을 견딜 수 있으나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처분용

기 제조법(일종의 단조방법)에 의하면, 현재 개념설계된 큰 크기의 얇은 두께의 구

리용기를 제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구리용기

제작법을 찾아 보다 효율을 향상시킨 새로운 처분용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처분용기는 크게 내부용기와 외부용기로 구성되며,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KRS)의

개념설계에서 고려하였던 기존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KDC-CANDU)와

처분용기 효율을 향상시킨 새로운 개념의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를 비교하면 그림 2.1과 같다.

기존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비해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주요 변경사항은 ①구리 외부용기 제작에 저온분사 방식을 이용하여 구

리용기 두께를 5 cm에서 1 cm로 줄이고, ②CANDU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에 이

용되고 있는 바스켓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처분용기 규모가 길이 4.83 m, 직경 1.02 m에서 길이 4.18 m, 직경 1.24 m로

바뀌고, ③처분용기에 수용되는 CANDU 사용후핵연료는 297번들(33번들× 9단)에서

420번들(60번들 x 7단)로 증가되고, 이때 ④기존 용기의 CADNUD 사용후핵연료 번

들 당 소요되는 구리무게는 29.9 kg이며, 구리코팅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용기의 경

우 번들 당 구리무게는 4.35 kg이다. 즉, 새로운 개념의 처분용기 제작에 소요되는

구리 중량이 기존 용기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하다. 또한, ⑤처분용기의 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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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됨에 따라 CANDU 사용후핵연료 16,000 tU 처분에 소요되는 처분용기 개수가

2,835개에서 2,005개로 감소하게 된다.

그림 2.1. KDC-CANDU 처분용기(상)와 A-KDC-CANDU 처분용기(하)

개념도.

그림 2.1에 주어진 개념을 바탕으로 CANDU 사용후핵연료 60다발용 바스켓 4개

를 저장하는 심지층 처분용기를 상세 설계하였다. 설계 계산에 이용한 CANDU 사

용후핵연료 붕괴열은 식(2.1)을 이용하였다(연소도 8,100 MWD/MTU)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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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 1e
-A 1 t+c 2e

-A 2 t+c 3e
-A 3 t+y 0 (2.1)

Cooling

Time(yr)
C1 A1 C2 A2 C3 A3 y0

1≦t≦100 251.12 0.02442 5431.4 0.71648 0 0 47.23

100≦t≦1E+6 11.50 5.96E-05 33.255 0.00154 218.60 0.02183 0.71

표 2.1. 열 계산 회귀식 상수

-30년 냉각 발열량 : 167.9 W/MtU (회귀식)

-Bundle당 발열량 : 0.1679 W/kgU x 19.0 kgU/bundle = 3.19 W/bundle

-Basket당 발열량 : 3.19 W/bundle x 60 bundle/basket = 191.44 W/basket

-Canister당 발열량 : 191.44 W/basket x 4 basket = 765.77 W/canister

-Borehole당 발열량 : 765.77 W/canister x 2 canister = 1.53 kW/borehole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사양은 표 2.2에 주어진 바와 같다.

지름(cm) 높이(cm) 부피(cm3) 밀도(g/cm3) 무게(ton)

주철용

기

몸체 내부 107 233 2094079

몸체 전체 126 233 2903800

벽체 전체-내부= 809720.4

바닥판 126 18 224327.9

Total 벽체 + 바닥판 = 1034048 7.2 7.45

내부 basket 1.9 톤 x 4 개 = 7.6

구리

코팅

몸체 내부 126 251 3128128

몸체 전체 128 251 3228221

벽체 전체-내부= 100093.8

바닥판 128 3 38584.32

Total 벽체 + 바닥판 = 138678.1 8.9 1.23

Total 자중 W se= 16.28

표 2.2. 처분용기 무게추정 계산표

2) 저온분사 구리 코팅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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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온분사 기술 개요

일명 저온분사 (cold spray, kinetic spray)라 일컬어지는 코팅공정은 보통 5∼50

μm (최근에는 200 μm까지 가능하다고 보고됨)의 입도를 가진 금속이나 복합재료

분말을 압축가스 (He, N2, 공기, 혹은 혼합 가스)의 초음속 제트로 가속시키면, 분말

소재의 소성변형과 결합을 줄만한 충분한 속도 (보통 300∼1300 m/sec), 즉, 임계속

도에 이르게 되어 코팅이 형성된다는 신 코팅 공정 기술이다. 코팅 형성기구는 일

반적으로 고속의 충돌이 분말의 얇은 금속 산화막을 파괴하여 순간적으로 높은 압

력과 온도에 의해 원자간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

로 순수한 고상상태 공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노소재 코팅기술나 일

체화 성형 공정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코팅 공정시 압축가스의 온도를 가

열하면 (보통 최대 600oC까지) 같은 가스압력에서 가스 속도의 증대로 인하여 충돌

입자의 부착률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2-1～2-5].

그림 2.2는 저온분사의 기본 개념에 관한 초기 러시아의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2-1]. 그림 2.2는 주변의 정체한 제트기류의 상온 아래서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니켈과 같은 여러 금속 분말들의 입자속도에 대한 부착효과 의존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착효과의 두 가지 특징적인 범주는 임계

속도(V*)에 의해 구별되어진다. 첫 번째 범주 (V〈V*)는 지금 이 경우에선 바람

직하지 않지만 기지 마모의 잘 알려진 공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임계값 V* 이상으

로 입자속도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이 코팅공정은 시작된다. 입자속도가 임계속

도에 다다를 때 부착효과는 50∼70%로 빠르게 증가한다.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니켈과 같은 다양한 금속에 V*에 대한 전형적인 값은 그림 2.2에서 500∼700 m/s

의 범위에 있다. 다양한 금속과 합금은 거의 가열 없이 충분한 입자속도만 충족시

켜 준다면 상온에서 조차 코팅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소재 분말을 고온으로 용융시키지 않고 고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므로 기존의 용사코팅(thermal spray)의 단점을 극복하는 많은 장점을 지니

게 된다. 많은 장점 중에서 특히, 나노 분말이나 비정질 분말을 코팅하거나 일체화

성형 제품 생산 시 처음의 나노나 비정질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공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현재는 열적으로 민감한 티타늄이나 구리같은 소재에서 좋은 결

과가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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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3가지 금속분말의 300K에서의 분사속도에 따른 적층 효율.

저온 분사 코팅기술은 1980년대 중반 러시아의 “The Institute of Theoretical and

Applied Mechanics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에서 최초로 현상이 발견되었

다. 연구원들은 입자를 실은 흐름이 초음속 공기흐름의 바람터널로 지나가서 금속

표본에 쌓이는 실험을 보였다. 그 흐름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흐름에 의

한 시편의 마모 현상 및 코팅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이 원리를 기초로 하여 저온

분사 기계를 발전시켰다. 그들은 또한 저온분사할 금속과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2-6～2-13]. 이 공정은 1994년 러시아 발명가들에 의

해 미국특허권이 발표되었다[2-14].

1994년에는 발명자중 한명인 A. Papyrin 박사가 미국 미시건에 있는 국제제조과

학센터 (NCMS, National Center for Manufacturing Sciences)의 후원을 바탕으로

협력회사를 결성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 이 모임에는 Ford Motors, General

Motors, General Electric- Aircraft Engines와 Pratt & Whitney Division of United

Technologies 등의 중요한 미국 회사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협의는 미국에서 먼저

창설하였으며 저온분사의 가능성과 저온분사할 여러 금속들의 제조법을 공표하였다

[2-15, 2-16]. 1997년에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에 저온분사의 가능성과 공정을 진

단하고 모델링을 연구하는 것을 관리하는 국립연구소가 상설되었다[2-5].

현재에는 2002년에 저온 분사 장치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미국의 K-tech,

Inovati, 그리고, 독일의 CGT (Cold Gas Technology) 등이 선두를 달리고, 21세기

에 들어와서는 영국 (TWI), 일본 (Plasma Giken), 중국, 호주 (CSIRO) 등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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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도 2002년도에 국내 최초로

저온 분사 장치를 제작하여 각종 금속 코팅뿐만 아니라, 나노 WC-Co와 같은 초경

재료에 대하여도 우수한 코팅 제조에 성공하여 현재는 상용화 장치 개발에 관한 과

제가 진행되고 있다[2-15～2-17].

그림 2.3에는 저온 분사 장치의 개략도를 보이고 있다. 입구에서의 가스는 입자

속도 증대를 위한 주가스와 분말 송급을 위한 분말 송급가스로 나뉘게 된다. 일반

적으로는 같은 압력 조건에서 가스 속도 증대를 위하여 주 가스만을 예열하지만,

RIST에서 개발된 장치는 분말도 동시에 예열하는 장치를 분말 송급통과 노즐 사이

에 위치하여 일반적으로 저온 스프레이 공정으로는 어렵다고 인식되는 초경이나 벌

크 비정질 합금 같은 인성이 부족한 소재 코팅 연구를 위하여 구성되어 있다. 원

리는 비교적 간단한 논리로서 저온 분사 코팅 형성 메커니즘은 소재의 인성이 증대

될수록 용이하게 코팅되므로 소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인성 증대로 인한 코팅 용이

성을 기대하였다. 저온 분사 장치의 다른 주요한 부품은 소위 De Laval 형태의 노

즐로서 즉, converge-diverge되는 형태의 노즐을 통하여 가스 속도 극대화를 통한

입자 속도 극대화를 추구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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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저온분사 시스템의 개략도.

저온 분사 공정기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고상상태 공정이므로 산화와 바람직하지 않은 상을 피할 수 있다.

- 낮은 산화물을 지닌다.

- 열적으로 민감한 소재 (Ti, Cu, etc) 코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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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 입자 재료의 고유 물성 유지가 가능하다.

- 나노, 비결정질, 금속 간 재료의 코팅 및 일체화 성형부품 제작이 가능하다.

(3) 낮은 잔류응력을 유도한다.

- 응고 응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꺼운 코팅이 가능하다 (～30 mm).

- 일체화 성형 공정으로 유망하다.

(4) 벌크 소재에 비하여 높은 열 및 전기전도도를 지닌다.

(5) 높은 밀도, 높은 경도, 냉간가공 미세조직을 제공한다.

(6) 초순도 코팅이 가능하다.

(7) 훌륭한 표면 마감을 지닌다.

(8) 입자크기가 5∼10 μm보다 작은 분말 사용이 가능하다 (1∼50 μm).

(9) 매우 다른 특성의 재료 코팅이 가능하다 (층별 코팅이 가능)

(10) 가까운 작업거리(5-50 mm)를 사용한다.

- Minimal substrate preparation (masking)을 요구한다.

- 파이프 내경 코팅에 적당하다.

(11) 작은 스프레이 빔(∼5 mm: 직경)을 사용한다.

- 정밀 부품 (1 mm)에 적당하다.

(12) 높은 생산성이 가능하다 (15 kg/hr정도).

(13) 고 적층률과 적층 효율 (95%)

(14) 분말 재사용이 가능하다. (100%까지)

(15) 기판 예열을 최소로 한다.

(16) 작업의 안전성 향상이 이루어진다.

- 고온 가스 제트, 방사선, 폭발 가스 사용이 없다.

나) 실험 방법

(1) 분말 소재 및 코팅 방법

표 2.3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리 분말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이고 있다. Tafa

159 분말이 분말 입도도 작고 순도도 높기 때문에 가장 고가의 분말이다. 제조사

에서 제공한 특성 외에 괄호 안에는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보이는데, 대부분 그 이

상의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4에서는 각 분말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Tafa와 Fukuda 분말은 거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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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한 구형의 형상을 보이며, 그 외는 불규칙 형상을 나타낸다. 최근의 결과에 의하

면 같은 분말 입도에서는 불규칙 형상이 오히려 입자 속도가 빨라서 적층효율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ode Manufacturer
Purity

(wt.%)

Nitrogen

content

(wt.%)

Oxygen

content

(wt.%)

D10

(μm)

D50

(μm)

D90

(μm)

Price

(Won/kg)

A Tafa 159
99.9

(99.97)
0.012

0.02

(0.12)
7 12 21 160,000

B Fukuda
99.9

(99.84)
0.007

0.03

(0.033)
16 25 35 60,000

C Brodmann
99.9

(99.94)
0.043

-

(0.29)
10 21 35 63,000

D 창성
99.5

(99.93)
0.016

0.41

(0.16)
10 21 37 65,000

E 세종소재
99.5

(99.58)
0.008

-

(0.27)
10 25 50 26,500

표 2.3. 제조사별 Cu 분말 특성

■ 소량 구매 가격, 괄호 안은 RIST에서 추가로 측정한 데이터임.

표 2.4에는 저온분사 실험 조건을 보이며, 제작된 시편의 마크로 사진을 그림 2.5

에서 보이고 있다. 모재 기판인 Al과 SUS304 두께 5 mm 시편을 연삭 후 통상적

인 브레스팅 처리 없이 가공된 연삭면에 그대로 코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편

을 이용하여 코팅 평가와 전기화학 부식시편을 준비하였다. 그림 2.6에서는 전기화

학 부식시험 평가 시 비교재로 사용된 무산소동의 조직, 경도도, 입도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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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a 159> <Fukuda>

<Brodmann> <창성>

<세종소재>

그림 2.4. 제조사별 분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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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거리(mm)
송급량

(kg/h)
압력

(bar)

메인가스

온도

(℃)

분말예열

온도

(℃)

건 이송

속도

(mm/sec)
건 이송 반복횟수

적층율

(%) 비고

1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65 Brodmann
Substrate:Al

2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49 Hukuda
Substrate:Al

3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77 창성

Substrate:Al

4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78
창성

Substrate:SU
S

5 40 0.5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2회)

94
Brodmann

Substrate:SU
S

6 40 0.5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2회)

68
Hukuda

Substrate:SU
S

7 40 0.5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2회)

89
창성

Substrate:SU
S

8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67 Tafa
Substrate:Al

9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67 세종소재

Substrate:Al

표 2.4. 저온 분사 코팅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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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Cu

<Al Substrate>

<SUS Substrate #4>

Tafa Cu

<Al Substrate>

그림 2.5. 코팅층 Macro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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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x 50 x 100

Hardness (Hv500):

94~118

(Avg.:100 Hv500)

x 200

절단면 (평균입도 88 μm)

x 50 x 100

Hardness (Hv500):

99~107

(Avg.:101 Hv500)

x 200

그림 2.6. 무산소동 조직형상 및 경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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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화학 부식시험

그림 2.7과 2.8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기화학 부식시험 장치 모식도를 보이

고, 표 2.5에서는 시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부식시험에는 모재를 제거 후 구리 코

팅층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모재의 효과는 제거하였다.

그림 2.7. 전기화학 부식실험 장비 모식도.

그림 2.8. 부식실험 장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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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electrode Type 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
Counter electrode Type Pt

Solution 3.5% NaCl
Voltage Range -0.25 / +0.25
스캔 rate 0.5 mV/sec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Exposed area 1 cm2

Surface treatment (polishing) #1000 Sand paper used

표 2.5. 전기화학 부식실험 조건

다) 실험 결과

(1) 코팅 분석 결과

표 2.6에서는 구리 코팅층의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그림 2.9에서는 단면 미세조직

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0에서는 Fukuda 분말이 가장 높은 기공도와 경도를 보이

면서, 가장 낮은 적층효율을 보인다. 그러나 단면 조직상으로는 큰 차이를 구별하

기 곤란하다. 그림 2.11에서 보면, 코팅 후 분말보다 모두 산화도가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저온분사 공정시 400 ℃의 분말 예열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

며, 일부는 분말이 보관되는 과정에서 일부 산화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작은 시편에 두께 5 mm 정도의 많은 코팅을 하여 코팅중 시편의 온도가 상승하여

코팅 층의 산화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도 측면에서는 Fukuda 코팅이

분말의 산화도가 낮으므로 가장 낮은 코팅 산화도로 측정되었다.

Code Manufacturer

Deposition

Efficiency

(%)

Hardness

(Hv500)

Porosity

(area %)

Nitrogen

content

(wt.%)

Oxygen

content

(wt.%)

A Tafa 159 67 123~131 0.3 0.0042 0.36

B Fukuda 49 162~167 1.72 0.0025 0.17

C Brodmann 65 140~144 0.46 0.0038 0.48

D 창성 77 128~135 0.68 0.0082 0.45

E 세종소재 67 122~147 0.39 0.0037 0.37

표 2.6. 제조사별 Cu 코팅층 특성

* 코팅층 분석 및 전기화학 실험시 사용된 시편은 모두 Al 모재 코팅시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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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a Cu (모재: Al)

x 12.5 x 500 (상)

x 500 (중) x 500 (계면)

창성 Cu (모재: Al)

x 12.5 x 500 (상)

x 500 (중) x 500 (계면)

그림 2.9. 제조사별 코팅 층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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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제조사별 코팅층 기공도 비교.

그림 2.11. 분말/코팅층 산화도 비교.

(2) 전기화학 부식시험 결과

그림 2.12과 2.13에서는 전기화학 시험 결과인 분극곡선과 결과를 보이며, 수치를

표 2.7에나타내었다. 전류 밀도 (Icorr.)가 작을수록 초기 부식속도가 느리고, 전류

전압 (Ecorr.) 클수록 초기 부식저항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13에서 보면,

부식 전류와 전압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무산소 구리판재가 가장 우

수한 내식성을 보이고, 코팅 중에서는 Brodmann 구리 코팅이 가장 우수한 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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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국산인 세종 소재가 가장 열악한 내식성을 보여준다.

그림 2.14에서 2.17까지는 코팅의 기공도, 산화도와 전류 밀도와 전류 전압과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기가 곤란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부식성은 기공보다는 산화도와 같은 구

리의 순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예측되는데, 구리의 순도와 산화도가 아주 낮은 값이

므로 전기화학 부식시험의 오차와 산화도, 순도 등의 측정 오차 범위이다.

그림 2.12. 제조사별 코팅 층 Tafel 분극 곡선.

Bulk Cu Brodmann 세종 Cu
Fukuda

Cu
Tafa Cu 창성 Cu

Icorr

(μA/cm2)
12.56 19.74 90.87 41.31 67.10 32.40

Ecorr

(mV)
-191.4 -250.8 -604.6 -515.9 -565.2 -489.1

표 2.7. 제조사별 코팅 층 Icorr/Ecorr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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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제조사별 코팅층 & Bulk Cu Icorr/Ecorr 값 비교.

그림 2.14. Icorr에 따른 Coating & Bulk Cu 기공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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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Icorr에 따른 Coating & Bulk Cu 산화도 비교.

그림 2.16. Ecorr에 따른 Coating & Bulk Cu 기공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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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Ecorr에 따른 Coating & Bulk Cu 산화도 비교 및 결과.

(3) 저온분사 공정 영향 평가

표 2.8에서 1차년도 연구에서 사용된 구리 분말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이고 있다.

1차년도의 기본특성 및 내식성 평가 결과 선정된 창성 구리 분말을 이용하여 2차년

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2차년도의 저온분사 공정 변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공정 조건을

표 2.9에서 정리하였다. 저온분사 공정에서 가스 온도 및 가스 압력은 높을수록 우

수한 코팅특성을 얻을수 있으나 무한정 높일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

스 온도 및 압력 조건을 사용하였다. 모재는 두께 10 mm의 회주철에 결합력 향상

을 위하여 알루미나로 브레스팅 처리하여 실험하였다.

저온분사 공정 변수로 연구된 변수는 노즐 종류 (MOC 및 barrel 형태), 분말 송

급량, 분사 거리, 노즐 이송 속도 등 4가지 변수에 대한 부분요인 실험계획법을 사

용하여 표 2.5와 같은 배열을 이용하여 실험 후 코팅의 적층효율을 측정하였다. 그

림 2.18에서는 분말 송급기에서의 표시되는 rpm과 실제 분말 송급량 측정결과를 나

타내었다. 즉, 실험에서 사용된 3 rpm은 약 2.2 kg/hr, 5 rpm은 3.4 kg/hr 정도의

실제 분말 송급량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2.19와 2.20에서는 코팅 후 시편의 표면 마크로 사진을 보이고 있다. #6과

#7의 코팅시편의 경우 표면이 산화되어 코팅 전 구리 분말과는 상이한 색상을 보이

고 있으나, 현재로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원인이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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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에서는 공정 변수에 대한 적층효율의 주효과도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즉, 코팅의 적층효율에는 노즐이 가장 큰 효과를 미치며, 다른 3가지 변수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0에서 barrel 형태 노즐을 사용 시 모두

90% 이상의 적층효율을 보이나, MOC 노즐 사용 시는 모두 80%대의 적층효율을

보였다. 각 변수에 대한 적층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말 송급량은 3 rpm, 분사

거리는 40 mm, 스캔속도는 40 mm/sec, 노즐은 barrel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코팅 적층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표 2.10의 조건 7에 해당

된다.

그림 2.22에서는 코팅 적층효율에 대한 공정변수의 상호 효과도를 보이고 있다.

즉, 분말 송급량과 분사 거리, 스캔 속도는 서로 교호 작용을 보이나, 분말 송급량

과 노즐과는 서로 교호 작용이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교호작용만을 고려하여

코팅 적층효율에 대한 각 공정변수에 대한 분석식을 표 2.11에서 보이고 있다.

표 2.11에서 최소 적층효율을 보이는 #4 코팅시편과 최대 적층효율을 보이는 #5

코팅시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23에서는 두 종류 시편에 대한 단면

마크로 사진, 그리고 그림 2.24와 2.25에서는 코팅 및 경계, 그리고 모재에 대한 단

면 광학현미경 확대 사진을 보이고 있다. 그림의 마크로 사진 및 확대 사진에서

적층효율이 낮은 #4 시편의 경우 군데군데 조대 균열 및 미세 기공을 보이나, #5 시

편의 경우는 미세 기공만을 보였다.

표 2.12의 코팅 경도 측정 결과에서는 오히려 적층효율이 낮은 구리코팅이 약 10

HV 정도 더 높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MOC

노즐 사용 시 분말의 비행 속도는 더 높아서 이에 대한 소성 가공경화가 높은 반면

에, barrel 노즐의 경우는 분말의 비행속도는 낮으나, 분말의 온도는 높아서 소성변

형이 용이하므로 더 우수한 코팅층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표 2.13의 코팅 인장결합력 시험 결과를 보면, 코팅의 적층효율이 높은 #5 시편이

#4 시편보다 2배 이상 높은 700 kg/㎠ 이상의 인장결합력을 보였다. 즉, 적층효율

이 높은 시편이 결합력도 높게 측정되었고, 가장 낮은 적층효율을 보이는 조건이

가장 낮은 결합력으로 측정되었다. 코팅 두께가 3 mm 이상의 후막이므로 인장결

합력 시험 후 파면은 모두 코팅 층 내에서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모재인 주철과

구리간의 결합력이 낮으므로 브레스팅을 실시하여 결합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그림

의 단면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코팅과 모재 계면 간에 시편 준비 중인 주로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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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과정에서 일부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브레스팅 없이 코팅과

모재간의 결합력 향상을 위한 열처리는 실제 처분용기가 너무 거대하므로 적용이

곤란하였다. 또한, Al, Zn 등을 본드 코팅으로 하는 방법은 결합력 향상이 기대되

나, 이종 금속에 의한 내식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Code Manufacture
r

Purity 
(wt.%)

Nitrogen 
content 
(wt.%)

Oxygen 
content 
(wt.%)

D10
(μm)

D50
(μm)

D90
(μm)

Price
(Won/kg)

A Tafa 159 99.9
(99.97) 0.012 0.02

(0.12) 7 12 21 160,000

B Fukuda 99.9
(99.84) 0.007 0.03

(0.033) 16 25 35 60,000

C Brodmann 99.9
(99.94) 0.043 -

(0.29) 10 21 35 63,000

D 창성
99.5

(99.93) 0.016 0.41
(0.16) 10 21 37 65,000

E 세종소재
99.5

(99.58) 0.008 -
(0.27) 10 25 50 26,500

표 2.8. 제조사별 Cu 분말 특성

■ 소량 구매 가격

■ 괄호 안은 RIST에서 추가로 측정한 데이터임.

Powder Cu (창성, 45 ㎛ 이하)

Substrate
GC250 (100 mm × 100 mm, 10t)

알루미나로 blasting

Gas N2

Nozzle type
MOC - WC230L30C

Barrel - 230L30C100B

Nozzle pressure 29 bar

Gas temperature(℃) 550℃

Powder temperature(℃) 400℃

2 mm 스캔 step, 7번 step, 3번 overlap

DE 측정, 표면 macro 사진

표 2.9. 저온 분사 코팅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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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분말 송급기 rpm과 실제 분말 송급량 관계.

No.
Feed rate

(RPM)

Spray distance

(mm)

Scan speed

(mm/sec)
Nozzle

D.E

(%)

1 5 40 40 MOC 88

2 3 40 80 MOC 87

3 3 20 40 MOC 87

4 5 20 80 MOC 82

5 5 40 80 Barrel 94

6 5 20 40 Barrel 93

7 3 40 40 Barrel 94

8 3 20 80 Barrel 93

표 2.10. 부분요인 실험계획법 실험조건 및 적층효율

* 3 rpm~2.2 kg/hr, 5 rpm~3.4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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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코팅 표면 Macro 사진(#1～#4).

그림 2.20. 코팅 표면 Macro 사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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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코팅 적층효율에 대한 공정변수의 주효과도 그래프.

그림 2.22. 코팅 적층효율에 대한 공정변수의 상호효과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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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계수

상수 94.0000

Feed rate -1.25000 (2)

Spray distance -0.200000 (3)

Scan speed 0.0625000 (4)

Nozzle 1.75000 (1)

Feed rate*Spray distance 0.0750000

Feed rate*Scan speed -0.0250000

Feed rate*Nozzle 0.500000

DE에 대한 최소 제곱 평균

평균

Feed rate

3 90.25

5 89.25

Spray distance

20 88.75

40 90.75

Scan speed

40 90.50

80 89.00

Nozzle

MOC 86.00

Barrel 93.50

표 2.11. 적층효율에 대한 공정변수 상관관계 분석식

그림 2.23. 구리 코팅 단면 마크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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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4 구리코팅 시편 단면 조직사진.



- 156 -

그림 2.25. #5 구리코팅 시편 단면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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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평균 및

범위

#4 111.6 107.1 104.4 105.1 104.8 107.7 105.4 105.7 108.7 107.7
107

(105-109)

#5 106.4 101.6 104.8 93.5 83.2 92.2 50.2 98.6 101.3 90.6
96

(83-105)

표 2.12. 코팅 단면 비커스 경도 측정 결과 (HV=500g)

시편 번호 평균

#2 683 686 606 658 609 648

#4 337 263 263 300 408 314

#5 795 785 764 783 756 777

#8 800 807 755 840 794 799

표 2.13. Cu 코팅 인장 결합력 측정 결과 (kg/㎠)

(4) 축소 시제품 제작

그림 2.26에서는 축소 주철 처분용기의 코팅 전 외관을 보이고 있다. 크기는 외

경 10 cm, 길이 40 cm이다. 그림 2.27과 표 2.14에서는 각각 축소 시제품 코팅 모

식도 및 공정 조건을 정리하여 보이고 있다. 즉, 실린더 외경과 측면 한쪽 부위만

을 두께 10 mm 이상으로 코팅하였다.

그림 2.28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각종 평가 시험을 위하여 제공된 코팅 시편의 외

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그림 2.29와 2.30에는 축소 처분용기에 코팅 후 외관 사진

과 연마 사진을 보이고 있다. 코팅의 표면 연마 후에는 거울처럼 미끈한 면을 보

이나, 실제 처분용기 사용 시는 코팅된 면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거친 연마를

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림 2.31과 2.32에서는 전단시험을 위한 평판 및 원형 형태의 시편 사진을 보이

고 있다. 뚜껑 제작을 저온 분사 코팅으로 제작 시 얻어지는 강도를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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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험편으로서 원자력연구원에서 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33과 2.34에서

는 축소 처분용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뚜껑은 미리 평판 구리로 제작하여 나사로 조

립된 형태의 처분용기로서 코팅 전과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6. 코팅 전 축소 주철용기 외관사진.

그림 2.27. 코팅 제작 모식도.

부위

분사

거리

(mm)

메인가스

압력

(bar)

메인가

스 온도

(oC)

이송속도

(mm/sec)
노즐

Injection

tube
분말

실린더 35 27-28 600 100

230LC30

B150,

WC-Co

1/8",

70 mm

창성

Cu

측면

원형부
" 27 600 122 “ " "

모서리

직각부
" 25 600 - “ " "

표 2.14. 축소 시제품 저온분사 제작 공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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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원자력연구원 제작 코팅 시편 외관.

그림 2.29. 구리 코팅 후 연마 전 외관 사진.

그림 2.30. 축소 시제품 구리 코팅 후 연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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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전단시험용 평판 시편.

그림 2.32. 전단시험용 원형 시편.

그림 2.33. 뚜껑이 제작된 축소 처분용기 코팅 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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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뚜껑이 있는 처분용기의 구리 코팅 완성 형태.

라) 결과

(1) 국산 구리분말 2종류, 외산 구리분말 3종류를 구매하여, 분말의 특성과 저온

분사 코팅후 구리 코팅의 기본특성을 평가하였다.

(2) 국산 구리분말도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지니면서 적층효율 등의 특성에서 외

산과 동등 이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저온분사 구리코팅의 기공도는 1% 이하, 산화도는 0.5% 이하를 보여주었다.

(4) 구리코팅과 무산소동 판재의 3.5% NaCl 용액에서의 전기화학 부식시험 결

과 무산소동 판재가 가장 우수한 내식성으로 평가되고, 저온분사 구리코팅

은 유사하거나 열악한 내식특성을 나타내었다.

(5) 코팅특성 (기공도, 산화도)과 부식전류 및 부식전압과의 상관관계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6) 소재의 내식성은 환경에 좌우되는 특성이므로 지하 500 m 내식 환경과 전

기화학 내식성과는 일관된 상관관계를 찿을 수 없다. 그러나 초기 부식성

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코팅특성과 내식성과의 상

관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 국산 구리분말을 사용하여 저온분사 공정 조건 중 4가지에 대한 영향 평가

결과, 코팅 적층효율에 대해서는 사용 노즐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 분말

송급량, 이송 속도, 분사 거리에 대한 효과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8) Barrel 형태의 노즐 사용시 코팅의 적층효율은 모두 90% 이상으로 측정되

었으며, 최대 94%의 적층효율을 얻으므로 향후 경제성 향상을 위한 미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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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에 대한 재활용은 가치가 삭감됨을 알 수 있다.

(9) 높은 코팅 적층효율을 보이는 코팅이 더 높은 코팅 결합력을 보이나, 코팅

경도 측면에서는 반대로 더 낮은 경도값을 보여주었다.

(10) 1/10 축소 주철 처분용기에 두께 10 mm 이상의 구리 코팅을 실린더 외경

과 한 쪽면에 코팅후 연마하여 향후 좀 더 큰 처분용기 제작이 가능함을 보

여주었다.

(11) 처분용기 제작시 원주 부위는 저온 분사 적층으로 제작이 가능하나, 두껑

등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부위이므로 저온분사 코팅, 레이저 용접 등 다양

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저온분사코팅 구리용기 제작

가) 1/10 규모 구리처분용기 1차 제작

포항산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구상주철(nodular cast iron) 및 스테인리스 강판

등에 1 cm 이상 두께로 구리입자를 입히는 실험을 수행하고, 1/10 크기의 주철용기

를 제작하고, 1 cm 두께로 구리코팅을 하였다. 그림 2.35는 설계된 1/10 크기 주철

용기의 구조도이다. 주철용기 마개의 체결은 6각 구멍붙이 볼트(KS B 1003-M4 ×

30) 6개를 사용하였다.

주철용기의 상부 면을 제외한 외벽과 바닥을 1.0 cm 이상으로 저온분사코팅으로

구리층을 도포하고, 상부의 구리 마개는 인양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하여, 상업용 동

판을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36에 구리가 입혀진 처분용기의 구조도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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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저온분사 코팅을 이용한 1/10 규모 주철 용기 구조도.

그림 2.36. 저온분사 코팅을 이용한 1/10 규모 처분 용기 구조도(상)와 상부 구리마개

구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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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주철 용기는 KAERI 공작실에서 가공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용기를 그림

2.37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구상주철용기는 그림 2.38에서와 같이 RIST에서 1.0

cm 이상의 두께로 저온분사 코팅하여 제작하였다. 구리코팅된 주철용기는 표면을

선반으로 가공하여 그림 2.39와 같이 1/10 축소 규모의 구리-주철 이중구조의 처분

용기 모형을 완성하였다.

그림 2.37. 구상주철 제작품 (DI 10 cm x H40cm, t 22.5).

그림 2.38. 저온분사 코팅된 구상주철 제작품.

그림 2.39. 표면 가공처리된 저온분사 코팅된 구리-주철 축소 처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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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작에서 나타난 저온분사 코팅에서 ①코팅이 중간에 중단된 후 다시 시작하

면 코팅 층에 형성된 구리산화 피막으로 인해 덧 씌워지는 코팅층이 벗겨지는 단점

이 있었으며, ② 벽면 구리층과 바닥면 구리 코팅층의 결합이 약해서 가공 중에 떨

어지는 단점이 보였다(그림 2.40). 1차 제작된 처분용기는 표면의 산화막을 연마하

여 제작한 후, 손상된 부분을 다시 분사 코팅하여 수리 보수하고 가공하여 완성하

였다.

그림 2.40. 표면 가공 중에 벗겨진 구리 코팅층(좌)과 벽면 코팅과 바닥면 코팅층의

균열(우).

나) 1/10 규모 구리처분용기 2차 제작

2차 제작에서는 바닥면과, 상부면의 구리 층은 저온분사코팅을 사용하지 않고, 구

리판을 가공하여 주철용기 상하면에 나사식으로 조여서 붙이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먼저 주철용기 상단과 하단 표면에 수 나사산을 가공하고, 상하구리판 안쪽에 암

나사산을 가공하여 조여서 연결한 후, 저온분사 코팅으로 벽체를 1.0 cm 두께 구리

층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구상주철용기와 상하 구리판은 원자력연구원 공작실에서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용기를 그림 2.41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구상주철용기는 그림 2.42에서와 같이

RIST에서 1.0 cm 이상의 두께로 저온분사코팅을 실시하였다. 벽면의 저온분사 코

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상하 구리판과 맞닿는 부분의 코팅이 어려워서, 연결

부 경사각을 낮추어서 재가공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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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구상주철 제작품 (DI 12.6 cm x H26cm, t 15)과 상하 구리판의 분사코팅전

모습.

그림 2.42. 구상주철 제작품의 저온분사 코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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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온분사코팅 구리 성능검사

1) 물리적 특성

가) 인장 시험

저온분사로 제작된 구리 층의 물성을 일반 동과 비교분석 하였다. 실험에서 사

용된 구리시편은 1.0 cm 두께로 저온분사 코팅한 동을 수평방향으로 시편을 채취하

여 사용하였으며(그림 2.43), 사용된 구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 창성_SUS , 국산 구리분말로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코팅한 시료

#2 : Tafa_SUS, 외산 구리분말로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코팅한 시료

#3 : 창성_주철, 국산 구리분말로 구상주철 표면에 코팅한 시료

#4 : 일반동, 압출봉에서 채취한 무산소동 시료

그림 2.43. 1 cm 두께 구리 저온분사코팅 강판들 (좌로부터, 창성_SUS, Tafa_SUS,

창성_주철).

인장 시편은 0.5 mm 두께로 아래 그림 2.44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인장

시험은 상온에서 0.01 mm/sec의 연신율로 시험을 실시하여 얻어진 각 시편의 응력

-변형 그래프를 그림 2.45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2.46에는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47에 시편의 파괴사진을 나타내었다.

파괴된 시편에서 3종의 코팅동은 연신이 되지 않고 취성파괴가 되었으며, 오직

일반동만 연신이 되어 소성파괴가 되었다. 이 결과는 앞서 나타낸 응력-변형 곡선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반 압출동은 연신이 잘되었으며, 코팅동은 순도가 높

은 Tafa 동만이 응력-변형 곡선에서 약간의 softening이 관찰되었다. 좀 더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시편의 파괴강도와 Modulus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2.4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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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에 인장 시험에서 구한 시편 각각의 파괴 강도와 Modulus를 나타내었다.

코팅 구리시편의 파괴강도는 250 MPa 이상으로서 일반동의 170 MPa에 비해 상당

히 강하였다. Modulus는 코팅시편이 20 GPa 이상으로서 10 GPa 정도의 일반동에

비해 강했다.

그림 2.44. 인장시험용 구리시편 사양 (두께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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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저온분사 시편과 일반동(Standard)의 Stress-Strain Curves.

그림 2.46. 저온분사 시편과 일반동(Standard)의 Stress-Strain Curve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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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저온분사 시편과 일반동(Standard)의 인장시험 후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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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코팅 바탕재(SUS 대 주철)에 따른 차이는 없음.

- 구리입자(창성 대 Tafa)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Tafa 입자가 약간 더 연성이

있으며, 강도 및 Modulus가 약간 낮았음.

- 제조법(Cold Sprayed coating 대 Standard)에 따라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코팅법에 의한 구리시편은 강도가 높고, Modulus도 높게 나타남. 연성은 거의

없음.

- 코팅법에 의한 구리시편의 특징은 단단하고, 내마모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

나, 내충격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됨.

그림 2.48. 저온분사동과 일반동(Standard)의 인장강도(Max. strength) 비교.

그림 2.49. 저온분사동과 일반동(Standard)의 Modulu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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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XRD 분석

XRD 분석을 통해 구리 외에 다른 산화물 결정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XRD 분

석 결과(그림 2.50), 3 종의 저온분사동과 일반동은 전형적인 구리의 결정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기타 산화물 결정들(Cu2O와 CuO)은 발견되지 않았다. 저순도의 코

팅동(#1과 #3)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CuO 피크가 약하게 관찰되었으나, 이

는 코팅에 사용된 구리 입자 자체의 불순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창성_SUS #2. Tafa_SUS

#3. 창성_주철 #4. Standard

그림 2.50. 저온분사동(#1～#3)과 일반동(#4 Standard)의 XRD 그래프.

다) 원소 분석

일반적으로 구리의 불순물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리 외에 다른

산화물 결정이 있는지 산소농도분석기(oxygen analyzer)를 통해 조사하였다. 표

2.15의 결과에서 코팅동은 사용된 구리입자의 산소 함량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저온분사 코팅의 공정에서 구리입자가 산화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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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결론내렸다.

시료번호
코팅동

Oxygen content (wt%)

구리입자

Oxygen content (wt%)

#1 창성_SUS 0.33 0.41

#2 Tafa_SUS 0.019 0.02

#3 창성_주철 0.32 0.41

#4 Standard 압출 Cu 봉 0.065 -

표 2.15. 저온분사 시편과 일반 동(Standard)의 산소함량

라) 밀도 분석

저온분사로 구리입자가 강하게 압착되어 밀도가 증가되는지 밀도를 계산하였다.

사각시편(8.6 × 20 × 1.0 mm)의 무게를 측정하여 밀도를 계산(Density 1)한 후, 보

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2차로 큰 구리 블록(10×30×6.0 mm)의 무게를 측정하여

밀도(Density 2)를 계산하였다(표 2.16). 표 2.16에서 밀도는 고순도 Tafa동과 일반

동이 동일하였으며, 저순도 창성동은 산소 불순물로 인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저온분사코팅 공정은 동의 밀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번호 사양
Density 1

(g/cm
3
)-specimen

Density 2

(g/cm
3
)-block

#1 창성구리-SUS 8.64 8.72

#2 Tafa구리-SUS 8.86 8.90

#3 창성구리-주철 8.65 8.72

#4 압출 무산소동 8.82 (8.90)

표 2.16. 저온분사 시편과 일반 동의 밀도

2) 전기화학적 산화 특성 평가

가) 전기화학적 예비 분석

구리시편에 대한 전기화학적 예비평가를 위해 1차적으로 화학분석부에 전압-전류

분석을 소내 화학분석실에 의뢰하여 다음과 분극 곡선(Polarization Curves: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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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을 얻었으며, 그림 2.5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전기화학적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용액: KCl 0.1 M 수용액

- pH: 중성

- Environment: 아르곤 기체 purging

- Scan Range: -1.5 ～ +1.0, Scan rate 5 mV/s

- 온도: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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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저온분사동(#1～#3)과 일반동(#4 Standard)의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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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저온분사동(#1～#3)과 일반동(#4 Standard)의 분극곡선 비교.

그림 2.52에서 분극곡선은 거의 일치되게 나타났으나, #3 창성/주철 코팅동은 전

류치가 상승하는 부분(산화전류)이 다른 3개 시편들에 비해 #3 시편이 높은 전압에

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산화반응 (Cu → Cu+, Cu2+)에 대하여 열역학적인 안정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실험오차일 가능성도 있으며, 초기 보호피막의 안

정성으로 인해 겉보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후의 실험에서는 다른 결

과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먼저 분극실험에서 나타난 산화반응을 Pourbaix diagram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

험 조건을 고려하면 그림 2.53의 Pourbaix diagram의 (C)에 해당된다[F. King,

"Corrosion of copper in alkaline chloride environments", SKB Technical Report

TR-02-25 (2002)]. 실제 전극에서 반응이 발생되는 염소이온이 소모되면서 주변

염소 이온농도가 낮아지므로 그림 2.53의 (a) 및 (b)의 조건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

다. 또한 중성 pH는 변화가 심하므로 그림 2.53의 Pourbaix diagram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상이 반응에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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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염소 농도에 따른 구리의 Pourbaix Diagram.

분극실험에서 나타난 반응 전위와 Pourbaix diagram을 통해 해석한 결과, 열역학

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0.05V 부근의 반응: Cu -> CuCl2
-

(2.2)

0.00V 부근의 반응: Cu -> Cu+2 (2.3)

0.45V 부근의 반응: CuCl2
- ->CuO, (2.4)

CuO ->Cu+2 (2.5)

실험 중 용매 KCl의 농도가 떨어지고 pH가 낮게 될 경우 식(2.3)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편 정상 0.1 M KCl 실험에서는 식(2.2)을 거쳐, Cl 농도가

낮아지게 되며, CuO passive layer가 식(2.4)처럼 잠시 형성 되었다가 Cl 감소로

인해 식(2.5)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면, Polarization test에서 #1,

#2, #4 curves는 식(2.2) ⇒ 식(2.4) ⇒ 식(2.5)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며, #3는 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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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단독으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보다 명확한 평가를 위해 Polarization Curve를 전압(V) 대 log(I)로 전환하여

Tafel Plot을 그렸다. Tafel Plot을 분석하면 그 지점의 전류값을 통해 부식전류

(Icorr)와 부식률(CR; Corrosion Rate)을 구할 수 있다. 그림 2.54에 각 구리시편의

Tafel Plot들을 나타내었다. 그림 2.55에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55에서 코팅

동의 산화환원전위가 일반동(#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순도가 가

장 높은 Tafa(#2)가 가장 낮았다. 산화환원 전위의 순서는 #4>#1~#3>#2로서 코팅

동이 일반동보다 부식 특성이 열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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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저온분사동(#1～#3)과 일반동(#4 Standard)의 Taf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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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저온분사동(#1～#3)과 일반동(#4 Standard)의 Tafel Plot 비교.

Tafel Plot에서 얻은 각 값들을 표 2.17에 정리하였다. 각 시편에서 #2 ～ #4는

Polarization test에서 일관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은 반복 실험에서 일관

된 값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초기 실험 조건을 잡기 위해 실시된 실험들이

기 때문으로 #1-4가 최종 확정된 실험조건으로서 대표값을 가진다. #1과 #3은 동일

한 구리입자로 코팅된 시편으로 #3과 거의 일치된 값을 보이고 있다.

번호
Ecorr(V) vs.

SCE
Icorr (㎂/cm2) CR(mm/yr) 비고

1-1 -0.737 2.2 0.0267 조건실험

1-2 -0.998 78.5 0.9359 조건실험

1-3 -0.561 37.2 0.4435 조건실험

1-4 -0.602 339 4.042 대표값

2-1 -0.767 6.9 0.0806

2-2 -0.789 11.5 0.1341

2-3 -0.810 11.7 0.1367

3-1 -0.604 331 3.9462

3-2 -0.618 380 4.5304

4-1 -0.355 3.20 0.0374

4-2 -0.353 3.72 0.0434 5 mV/sec

표 2.17. Corrosion factors derived from Tafel plots

표 2.17에서 산화환원 전위의 순서는 #4>#1~#3>#2이며,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부

식저항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결과를 그림 2.5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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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Tafel Plot에 따른 구리시편의 부식전위.

그림 2.56에서 실제 분극 곡선에서 나타난 경향(#3가 가장 높았음)과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코팅되지 않은 무산소 압출동 #4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코팅

시편은 압출시편에 비해 열역학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정확

성을 위해서 전압 변화를 0.5 mV/sec로 낮추어 실험하였다. 코팅시편이 낮은 부식

전압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높은 잔류응력, 구조적 불안 등으로 인해 코팅시편의 열

역학적인 안정성이 떨어져서 나타난다고 보인다. 이는 코팅 시편을 가열하면 풀림

(annealing)에 의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한 구리입자(#1 대 #3)는 비슷한 부식전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도가 가장

높은 #2의 경우에는 열역학적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1과 ,#3이 고순도의 #2

보다 산화환원 전위가 높은 이유로는 산소함량이 높아져 산화에 대한 열역학적인

driving force가 떨어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fel plot에서 도출된 산화

환원전류의 순서는 (#3~#1>#2>#4)이다. 이는 부식속도와 관련된 Kinetics 사항으로

낮을수록 좋다. 부식전류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식률 산출이 가능하며, 계산결과를

그림 2.57에 나타내었다.

그림 2.57에서 보면 전기화학적 실험에서 열역학적인 안정성이 가장 높은 #4가

가장 낮은 부식속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팅 시편에 비해 일반 압출 시편의

전기화학적 부식 저항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구리 순도가 높은

#2와 #4는 부식률이 낮았으며, 구리의 순도가 높으면 부식속도는 낮아진다. 한편

동일 구리입자인 #1과 #3의 부식률은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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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Tafel Plot에 따른 구리시편의 부식전류로부터 구한 부식률.

겉보기 분극 곡선에서는 #3가 양호한 물질로 보였으나, Tafel plot을 통한 세밀히

분석을 한 결과, 코팅시편은 일반 압출시편에 비해 전기화학적 부식거동이 떨어졌

다. 전기화학적 부식 시험 자체만으로는 장기부식 안정성을 평가하기는 힘들며, 산

화 피막의 안정성은 전기화학적 실험으로는 분석이 어렵다. 구리부식 거동 평가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산화환경의 여부, 둘째는 산화 반응속도, 셋째는 생

성된 보호피막의 안정성이다. 첫째는 산화환원 전위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둘

째는 산화환원 전류밀도를 통해 평가된다. 그러나 셋째는 구리의 장기 부식거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Tafel plot을 통한 전기화학적 분석만으로 안정성을 파악하기 힘들

며, 실제 장기 부식실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 전기화학적 분석 장치 및 기타 관련 장비 설치

효율적인 구리의 부식연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실험

실 내에 정전압장치인 Potentiostat(AMETEK- VersaSTAT3; ±650mA/±10V

polarization range)과 시험용 전기셀(flat cell kit)를 설치하였다(그림 2.58). Flat

cell kit는 상온에서 전가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로서, 1 cm2의 표면적을 갖

는 금속시편을 작업 전극으로 하여 분석할 수 있다. 상대 전극(counter electrode)

은 백금전극을, 기준 전극은 Ag/AgCl(saturated KCl)을 사용하고 있다. 설치된 장

치를 통해 구리의 산화환원 전위 측정, 시간에 따른 부식전류측정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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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Potentiostat 및 flat cell kit 장치 모습.

시험시편의 표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연마기는 Polisher

Model: DP-1A(대흥과학)로서 최대 700 RPM 회전수와 400 W의 파워를 지닌다(그

림 2.59). 시편표면은 먼저 사포(#1,000과 #2,000)로 표면의 물리적 흠집을 제거한

후, 0.3 μm Alumina slurry로 광택을 내었다. 연마된 표면은 초음파 세척기로 에탄

올로 유기물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잔류물을 세척하고, 질소가스로 건조한 후 다양

한 시험의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2.59. 시편 표면 연마용 장치.

부식된 시편은 디지털 사진기로 전체를 촬영하고, 컴퓨터와 연결된 광학현미경을

통해 분석하였다. 광학현미경은 매직아이 모델: Mi-9000 Zoom으로서 배율은 ×50

～ ×650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모니터를 통해 관찰하고 컴퓨터로 영상 저장이 가능

한 것이다(그림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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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 시편 표면 관찰용 광학현미경 장치.

다) 구리의 전기화학적 부식특성 조사-I (3 M NaCl)

구리시편의 전기화학적 부식특성을 Potentiostat을 이용하여 전기화학 시험을 통

해 분석하였다. 매질은 3 M NaCl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NaCl을 사용한 이유는,

심지층에 풍부한 염소 이온이 구리의 산화피막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구리 표면

에 생성된 CuCl 혹은 CuCl2 층은 치밀하지 않고 엉성하여, 염소이온이 구리의 수명

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두께 1.0 mm, 직경 15 mm 동전형 시편의 1

cm2의 표면을 작업 전극으로 하여 -1.5 ～ 1.0 V 범위에서 약 10 mV/sec의 스캔

속도로 분극시험(Polarization test)을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기존의 순

동 시편 외에도 #5 단조동, #6 Naval brass(64황동) 및 #7 Al bronze(알루미늄 청

동)을 추가하여 시험하였다. #6 Naval brass(64황동)와 #7 Al bronze(알루미늄 청

동)은 내부식성이 뛰어난 재료로서 선박 등의 건조에 사용되는 것이다.

(1) 부식표면 조사

그림 2.61은 시험 후 #1 창성/SUS 시편과 2.5wt% HCl 수용액으로 표면을 세척

한 후 사진이다. 그림 2.62에 표면이 세척된 다른 시편을 나타내었다. 시편 표면

관찰에서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4 일반동에서는 전형적인 구리결정의

grain이 포착되었고, #7의 Al 청동의 경우에는 합금의 특성으로 인한 부분적인 부식

(pitting)이 관찰되었다.

좀 더 자세히 표면을 조사해 보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였다(그

림 2.63). 코팅동은 균질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4의 경우 광학현미경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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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결정입자들은 확대된 영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5의 단조동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결정입자들이 잘게 부서진 부분이 드러나 보였다. #6과 #7의 황동

및 청동 시편은 합금의 특성상 산재된 Zn과 Al 성분의 부분 부식차이로 인한 표면

패턴이 관찰되었다.

그림 2.61. 3 M NaCl 수용액에서 Polarization Test 직후 시편(좌)과 2.5wt% HCl

수용액으로 세척한 후 사진 (시편 #1 창성/SUS).

그림 2.62. 3 M NaCl 수용액에서 Polarization Test 직후 시편들 사진; 좌로부터 #2

Tafa/SUS, #6 Naval 황동, #7 Al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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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3M NaCl 수용액에서 Polarization Test 시편들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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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압에 따른 부식전류 특성

그림 2.64에 구리시편의 분극시험에서 구한 기본적인 Tafel Plot(#1)을 나타내었

다. -0.4 V 부근에서 산화반응이 시작되면서, -0.2 V 부근에서 Passive 거동을 약

간 나타내다가 +0.2 V 부근에서 강한 산화피막의 형성으로 부식전류가 감소하는 현

상을 보였다. 그 이상에서는 Trans-passive로 인해 산화피막이 사라지고 전압 전

류가 비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SKB TR-02-25에 나타난 비슷한 조건의

Pourbaix diagram을 참조하면[2-18], 초기 -0.2 V 부근에서 Cu(I)Cl의 형성으로 인

한 부식전류의 상승억제가 있고, 다음 +0.2V 부근에서는 Cu(II)Cl2의 피막 형성으로

부식전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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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3M NaCl 수용액에서 #1 시편의 Tafel Plot(좌) 및 Pourbaix diagram(SKB

TR-02-25) (우).

모든 시편에 대한 Tafel Plot을 하나의 그래프에 정리하였다(그림 2.65). Naval

Brass와 Al bronze는 구리 시편들과 뚜렷하게 다른 형태의 Polarization 형태를 보

여 주었으며, 구리 시편들 내에서도 코팅구리 시편은 압출동 및 단조동과 다른 특

성을 나타내었다(그림 2.65). 뚜렷한 차이는 -0.25 V 부근에서 전압이 상승해도 전

류값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Passive 특성이 코팅구리 시편들 (#1 ～ #3)에서만 보였

다. 이러한 특성은 초기 1차 스캔에서만 나타나며, 같은 표면을 2차로 분극시험을

실시하면 관찰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차이는 코팅구리시편은 +2.5 V에서 CuCl2

형성에 의한 Passive 특성이 낮은 전위에서 일찍 나타나며, 부식전류가 감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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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정도가 다른 재료들에 비해 약하게 관찰된다. 이 결과만으로 볼 때, 코팅

구리가 Cl 이온과 상대적으로 부식반응이 잘 진행되며 엉성한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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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3M NaCl 용액에서의 구리의 분극 곡선.

Tafel Plot을 통해 구해진 부식전위 및 부식률을 그림 2.66에 나타내었다. 코팅구

리 시편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부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순도가 높

은 #2 Tafa 코팅동은 다른 일반동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 부식전위는 구리시편은

청동이나 황동 시편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며, 일반동과 저온분사코팅 코팅동은 큰

차이는 없으나, 순도가 높은 Tafa 코팅동(#2)이 가장 높은 부식전위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아 부식전위는 구리의 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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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 3M NaCl 용액에서의 구리시편의 부식률(상)과 부식전위(하).



- 187 -

라) 구리의 전기화학적 부식특성 조사-II (해수)

해수(서해 바닷물)에서 코팅구리 시편 3종과 기타 비교 시편 4종의 Cyclic

Polarization test (-0.5V ～ 1.0V ～ -0.3V, 스캔 속도 10 mV/sec)를 실시하였다.

표면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로는 치명적인 부식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코팅구리 시

편의 표면(#1 ～ #3)에는 작은 홈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동에서

도 비슷하게 관찰되었으나 단조동(#5)이나 황동(#6) 및 청동(#7) 합금에서는 관찰되

지 않았다.

해수에서의 전형적인 구리시편의 Tafel Plot에 의한 Cyclic Polarization curve는

그림 2.67에 나타내었다. 그림 2.67에서 A전위에서 CuCl 형성에 의한 passivation

특성이 잠시 나타나며, B 전위 지점에서 CuCl2 형성에 의한 repassivation이 발생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V 이상에서는 두터운 passive film 형성에 의해 부식전

류가 인가 전압에 상관없이 일정해지는 Transport controlled reaction으로 변화되어

인가 전압을 1.0 V 까지 상승시켜도 부식전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다시 전압을

하강시키면 C 전위지점에서 CuCl2 Passive film이 사라지는 depassivation이 발생되

었다가 환원전위 ER에서 환원전류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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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해수에서의 #1 코팅동의 1차 및 2차 Cyclic polarization Curves.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청동 및 황동 합금은 1차 스캔에서는 CuCl-CuCl2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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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double passivation peak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차 스캔에서는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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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해수에서의 depassivation 부근에서의 가압전압 대 부식전류 그래프.

그림 2.67에서 부식전위 EC는 표면 상태에 따라서 1차 스캔과 2차 스캔이 차이

값을 보인다. 하지만 환원전위 ER은 1차와 2차가 차이가 전혀 없이 하강 곡선

(Curve)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림 2.67에서 R1과 R2(전기적 저항)의 차이는 passive film 유무에 의한 표면 저

항이 상승한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R1과 R2의 차이에 따라서 passive film의

부식저항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R 값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는 동일한 전류

값을 얻기 위해 가해진 부식 전압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으나, 부식 전류값 선정 지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passive film의 형성 전(R1)과 passive

film이 소멸 전 영역(R2)에서의 기울기(V=IR 전기저항)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그림 2.68과 같이 Applied voltage(V) 대 Corrosion current(I) 그래

프를 그려서 해당 영역에서의 기울기를 조사하였다. 1차 스캔에 대한 △R(R2-R1)

값을 표 2.18에 정리하였다. 표 2.18을 통해 단조동과 황동과 청동 Alloy에서의 부

식피막의 부식저항성이 뚜렷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일반

압출동(#4)과 코팅동은 부식피막의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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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R(R2-R1) V/(A/cm2)

#1 15.3

#2 13.8

#3 9.3

#4 9.8

#5 56.2

#6 62.2

#7 50.8

표 2.18. Seawater에서의 구리 시편의 주변 전기 저항차 (~0.2 V range)

Tafel plot을 통해 얻은 부식전위(Ec)와 부식률(CR)을 산출한 결과를 그림 2.69에

나타내었다. 부식률은 3 M NaCl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리 코팅동이 다른 동에

비해 다소 높은 부식률을 보이고 있다. 부식전위의 거동도 3 M NaCl과 거의 동일

한 모습이었다. 따라서 구리의 순도와 부식전위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동과 황동 시편은 앞선 3 M NaCl 용액에서의 거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7(Al bronze)는 높은 부식률과 낮은 부식전위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Al 성분의 부식생성물이 강력한 부동태를 형성시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Al 청동은 해수에 강한 재료라는 것을 본 실험에서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전기화학적인 분석에서는 부식률이나 부식전위 측면에서 부식이 잘되는 것으

로 평가되었지만, 피막의 전기적 저항성(R)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장기적인

부식저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Tafel Plot의 전기화학적

평가만으로 장기수명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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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해수에서의 구리시편의 부식률(상)과 부식전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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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해수에서의 구리시편의 1차 및 2차 CV 시험에서 나타난 부식률 비교.

동일한 표면을 다시 CV(Cyclic Voltametry) 스캔을 한 경우, 2차 시험에서도 코

팅동(#1～#3)은 다른 일반동(#4, #5)보다 높은 부식률을 나타내었다(그림 2.70). #1

은 특이하게도 저순도 동임에도 2차 스캔에서는 일반동과 비슷한 낮은 부식률을 보

이고 있다. 반복된 실험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어 시편의 코팅 상태나 적층

된 위치에 따라 코팅동의 물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되었다.

한편, 동일한 시편의 2차 CV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편의 부식률이 1차

스캔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1차 스캔으로 인해 시편 표면의 거

칠기가 증가되어 비표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2차 스캔에서는

부식전위는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1차 스캔으로 인해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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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해수와 3 M NaCl에서의 부식전위를 그림 2.71에서 비교하였다. 부식전위가 구

리순도에 비례하는 경향은 동일하였지만, 바닷물이 3 M NaCl에서 낮은 부식전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해수의 부식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수에서의 Cl의

농도는 0.546 Mol/L 정도로 낮아서 부식률이 3 M NaCl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지만,

바닷물 중의 다른 부식성 이온의 영향으로, 낮은 전위에서 부식이 빨리 나타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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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해수와 3 M NaCl에서의 CV 시험에서 나타난 부식전위 비교.

마) 구리의 전기화학적 부식특성 조사 IV (코팅동 두께)

동일한 시편에서도 CV 측정에서 부식 전위 등의 값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반복

된 시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여 실험 오차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

한 원인의 하나로서 금속 모재와 가까운 부분과 코팅 상층부의 물성차이가 의심이

되어 코팅동을 그림 2.72와 같이 상층, 중층, 그리고 하층으로 구분하여 부식특성을

CV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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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코팅동의 코팅층 구분 도식.

분석 대상은 #1(창성 코팅동)과 #2(Tafa 코팅동)에 대해 코팅 두께에 따라 상-중

-하 3층으로 분리하여 채취하고, Polarization Curves를 통해 부식전위와 부식률을

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부위의 시편은 해수 수용액에서 Cyclic Polarization test

(-0.5 V → 1.0 V → -0.3 V, 스캔 속도 10 mV/sec)를 실시하였다.

(1) #1(창성-SUS 코팅동)

상-중-하에 따른 CV 스캔 결과에서 얻은 부식전위를 그림 2.73에 나타내었다. 1

차 스캔에서는 층에 따른 전위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차에서는 상층부의 부식전

위가 상승하고 있었다. 1차 스캔이 연마에 의한 깨끗한 금속 표면에서의 시험이라

면, 2차 스캔은 표면이 1차 스캔에 의해 산화막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서 부식저항

성이 발생되어 부식전위가 상승할 수 있다. 시편 상에 표면에 육안으로 보이는 큰

물리적 결점이 있는 시편의 경우 부식전위가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그림 2.73

중간층 부식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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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1(창성-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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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1(창성-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률.

상-중-하에 따른 CV 스캔 결과에서 얻은 부식률을 그림 2.74에 나타내었다. 1차

스캔과 2차 스캔의 결과에서 층간의 부식률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2차 스캔에

서는 아랫부분의 부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뚜렷하지는 않았다.

#1(창성-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상승곡선에서의 전기적 저항(R1)과 하

강 곡선에서의 저항 증가치(dR)를 표 2.19에 정리하였다. R1을 기준으로 볼 때, 뚜

렷한 차이는 아니지만, 상부 쪽이 낮은 전기적 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코팅 품

질이 상층부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측정된 부식률 측정이나 광학현미

경에서 관측된 하층의 품질이 낮아진 것과 상당히 일치한다. 그러나 1차 및 2차

스캔 CV에서 전기 저항의 증가량은 층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보아, 생성

되는 산화 피막의 특성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5에 시험시편의 표면사진을 나타내었다. 2차 스캔에서는 코팅 표면에 구

리입자가 변형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박혔던 것으로 짐작되는 구멍들이 다수 생겨나

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바닥 층으로 갈수록 이러한 구멍 형태는 거칠었다. 따라

서 바닥 쪽에 결점이 많아서 좀 더 부식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실

험에서 #1(창성-SUS 코팅동)에서는 층의 두께에 따른 부식 거동의 변화는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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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R1 dR ER Tafel

N1상-1-1 7.6 19.4 -0.039 -0.21

N1상-1-2 7.6 12.0 -0.15

N1상-2-1 7.8 19.9 -0.035 -0.20

N1상-2-2 7.8 12.0 -0.16

N1중-1-1 8.1 23.5 -0.035 -0.25

N1중-1-2 8.1 10.8 -0.20

N1중-2-1 8.1 20.9 -0.034 -0.22

N1중-2-2 8.1 10.7 -0.17

N1하-1-1 8.0 21.0 -0.035 -0.21

N1하-1-2 8.0 10.3 -0.21

N1하-2-1 8.0 20.9 -0.034 -0.21

N1하-2-2 8.0 10.2 -0.20

표 2.19. 해수 CV에서 #1 구리 시편의 코팅층에 따른 전기 저항 (0～0.2 V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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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1(창성-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CV 시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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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Tafa-SUS 코팅동)

#2 시편의 상-중-하에 따른 CV 스캔 결과에서 얻은 부식전위를 그림 2.76에 나

타내었다. 1차 및 2차 스캔에서 층에 따른 층간의 부식전위의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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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6. #2(Tafa-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전위.

#2 시편의 상-중-하에 따른 CV 스캔 결과에서 얻은 부식률을 그림 2.77에 나타

내었다. 1차 스캔과 2차 스캔의 결과에서 층간의 부식률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2차 스캔에서는 부식률이 다소 일정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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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7. #2(Tafa-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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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R1 dR ER Ec (Tafel)

N2상-2-1 7.9 20.3 -0.034 -0.21

N2상-2-2 7.9 10.2 -0.15

N2상-3-1 7.7 21.3 -0.034 -0.20

N2상-3-2 7.7 13.1 -0.16

N2중-1-1 7.3 22.2 -0.032 -0.25

N2중-1-2 7.3 13.6 -0.20

N2중-2-1 7.5 19.6 -0.034 -0.22

N2중-2-2 7.5 12.0 -0.17

N2하-1-1 7.4 24.4 -0.031 -0.21

N2하-1-2 7.4 12.1 -0.21

N2하-2-1 7.7 24.7 -0.031 -0.21

표 2.20. 해수 CV에서 #2 구리 시편의 코팅층에 따른 전기 저항 (0～0.2 V range)

#2(Tafa-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상승 곡선에서의 전기적 저항(R1)과

하강 곡선에서의 저항 증가치(dR)를 표 2.20에 정리하였다. R1을 기준으로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상부가 오히려 약간 높은 경향이 있으나 차이는 미

미하였다. 피막 형성에 따른 dR 값은 상층이 조금 낮다. 이는 상층의 부식피막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층이 압력의 영향으로 금속의 밀도가 높아진 탓

으로 보인다.

그림 2.78에 시험시편의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다. #1 시편에서 보였던, 구리입자

가 박혔던 것으로 짐작되는 구멍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이것은 순도가 높은

구리입자의 연성이 높아서 쉽게 표면으로 변형되어 쌓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층간

에도 특별한 표면상의 차이점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코팅 시편의 상중하 부식전위나 부식률은 두께에 따라 큰 차이점을 찾

기는 힘들었다. 부분적으로 코팅 상태에 따라서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치밀한 구

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으로 Tafel plot에서 구한 값들은 코팅층의 상-

중-하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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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8. #1(Tafa-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CV 시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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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KURT 지하수에서의 틈새부식(Crevice Corrosion) 시험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는 주철 내부용기에 구리 외부용기로

된 이중구조이며, 구리용기의 제작방식으로 주철용기 표면에 구리를 저온분사코팅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구리가 틈새부식 된다는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없으며,

유럽연합에서 나온 1998-2002년 COBECOMA 보고서에서도 구리용기에서는

Crevice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추정하였다. 캐나다 처분장을 모사한 구리의 부식

실험에서도 틈새부식은 발생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중인 저온분사코팅

구리는 일반 구리와는 다른 물리적 특성(높은 강성 및 낮은 연신율)을 띄고 있어,

사용된 구리입자가 완전히 실제 실험을 통해 일반 구리처럼 틈새부식이 없다는 것

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1) Crevice Corrosion Specimen & Former

Crevice Corrosion 시험에 사용되는 구리 시편의 형태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ASTM 규격에서 요구하는 Crevice Former를 부착하여 작업 전극으로 쓸 수 있는

형태면 가능하다. 현재 미국 CNWRA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편의 예를 그림 2.79와

2.80에 나타내었다. 그림 2.79와 2.80에서 하부의 큰 구멍은 Crevice Former를 시

편면에 압착할 수 있도록 와셔를 동반한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된다. 상부의 작

은 구멍은 시편과 전극봉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임의의 크기로 만든 조임 볼트 구멍

이다.

밀착면을 형성하는 Crevice Former는 보통 테플론 수지 혹은 세라믹의 부도체로

제작된다. ASTM G48에서는 테플론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ASTM G192에서는

부식저항이 큰 금속의 경우에는 강한 밀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테플론 수지는 부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으며[2-19], 그 대신에 세라믹 Former를 권장하고 있다.

Crevice Former는 12개의 밀착면이 환형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시편 양면에 설치가

되므로 총 24개의 밀착면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2.81과 그림 2.82에 Crevice

Former의 사양과 조립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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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9. Thin Crevice Repassivation Specimen; unit(inch) (SwRI Drawing

#20-04238-01-002-001 rev 01).

그림 2.80. Thin Crevice Repassivation Specimen; unit(inch) (CNWRA Drawing

20-06002-01-322-002).

그림 2.81. Crevice Former 규격: ASTM G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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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2. Crevice Assembly: ASTM G48.

(2) Copper Materials

실험에 사용된 구리는 저온분사코팅 구리 2종(#2, #3)과 일반구리 1종(#0)을 사용

하였다. #0는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압연 구리이며, #2는 고순도(99.9%) Tafa 구리분

말로 10 mm 두께로 저온분사하여 제작한 판이며, #3은 저순도(99.3%) 창성 구리입

자를 10 mm 두께로 저온분사하여 만든 판이다.

#0 : Commercial Hot rolled Copper

#2 : Cold Sprayed Copper: Tafa

#3 : Cold Sprayed Copper: 창성

표 2.21에 저온분사코팅에 사용된 2가지 구리입자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표

2.22에 코팅된 구리판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저온분사코팅은 공정 특성상 분사 코팅

중에 산화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구리입자의 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

다.



- 202 -

표 2.21. 저온분사코팅에 사용된 Tafa 및 창성 구리입자 특성표

표 2.22. 저온분사코팅 후 Tafa 및 창성 구리판의 특성

(3) Crevice Corrosion 시험 시편 조립과 해체

구리시편은 그림 2.79의 규격으로 가공하였으며(그림 2.83), 시편은 #1,000 Sand

paper로 표면을 연마하였다. ASTM G61에서는 #600번을 권장하고 있으나, 연질의

구리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고운 연마지를 사용하였다. 시편의 날카로운 각 모서

리도 둥글게 연마하여, 전압을 가할 때 모서리에 전압이 모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2.83. Crevice Corrosion 시험에 사용된 구리시편.

그림 2.84에 시편을 장착하는 Holder 부품들을 나타내었다. 먼저 시험용 볼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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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플론 테잎으로 얇게 감싸서 절연을 시킨다. 그리고 안쪽에 받침용 금속와셔

-Crevice Former-절연용 테플론 튜브-구리 시편-Crevice Former-받침용 금속와셔

-너트를 순차적으로 볼트에 끼운다. 절연용 튜브는 구리 시편 안쪽에 위치하여 볼

트와 절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Torque Driver로 너트를 조여서 Crevice Former와

시편 사이에 밀착면을 형성시키게 되는데, 조이는 정도는 보통 테플론 재질인 경우

에는 0.35 N-m이며, 세라믹 재질인 경우에는 3.4 N-m로 10배 정도로 높다. 조립

된 시편은 전극봉에 장착될 수 있도록 상부를 금속 지지격자로 고정시킨다. 금속

지지격자에는 볼트 구멍이 있어 전극봉에 달린 볼트로 조여서 연결시킨다. 금속

지지격자는 용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테플론 테입으로 감싸서 보호시킨다. 그림

2.85에 조립된 시편을 나타내었다.

그림 2.84. Crevice Corrosion 시편 Holder 부품들 사진 및 Torque Driver.

그림 2.85. Crevice Corrosion 시험을 위해 조립된 시편의 모습.

시험시편이 장착된 전극봉은 1 L 4구 플라스크에 중앙에 장착하여 Working

electrode로 사용한다. 플라스크에는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소 투입

구와 응축기가 달린 질소 배출구가 있다. 또한 백금 코팅된 금속망으로 된

Counter electrode, Standard Calomel Electrode, 온도 센서가 장착된다. 4구 플라

스크에는 시험용액 약 750 mL를 넣어서, 용액의 수위는 시편에 장착된 Cr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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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가 완전히 잠기면서 테플론이 감긴 고정격자는 잠기지 않는 정도가 되도록

한다. 그림 2.86에 조합이 완성된 시험 플라스크를 나타내었다.

그림 2.86. Crevice Corrosion 시험을 위해 조립된 시험 플라스크의 모습.

시험은 30분 간 질소로 충분히 버블링 하여 용액 내 산소를 제거한 후, 실시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Working Electrode를 빼낸 후, Crevice Former가 장착된 시편

을 분해한다. 분해된 시편상의 양면에 위치한 총 24개의 Crevice 면을 조사하여 부

식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개수를 기입한다. 그림 2.87에 분해된 시험시편을 나

타내었다.

그림 2.87. Crevice Corrosion 시험 후 분해된 시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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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액 제조

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KURT 지하수를 모방하여 제조하였다. 지하 200 m

KURT 지하수 성분을 기준으로 부식에 영향을 주는 음이온의 농도를 맞추어 제조

하였다(표 2.23과 표 2.24). 제조된 용액의 pH는 약 7.8～8.2 정도이며, 시간에 따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점차 pH가 낮아졌다.

Ion Na+ K+ Ca2+ Mg2+ Cl- SO4
2- NO3

- F- HCO3
-

KURT 
concentration 16.5 0.38 17.2 1.72 2.18   6.97 0.23 3.41 78.4 

Synthetic water 
concentration 33.24 0.92 1.23 1.76 2.18 6.97 0.23 3.41 78.41 

표 2.23. KURT 모의 지하수 성분표

Agent MgSO4 KNO3 NaF NaHCO3 KHCO3 MgCl2 Ca(HCO3)2

mg/L 8.73 0.37 7.54 60.65 0.8 2.93 45

표 2.24. KURT 모의 지하수 제조용 시약 함량

(5) Crevice Corrosion Test

부식시험은 기존 Alloy 22에 대해 사용된 Crevice Former를 구리 시편에 장착하

고 모의 지하수 750 ml가 담긴 1 L 플라스크에 시편을 담그고 전압을 가하면서

Crevice corrosion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험장비는 4구 플라스크, 불

활성 기체 투입구, 배기용 응축관, 기준전극, Pt 상대전극, 구리 시편을 장입하는 작

업 전극으로 구성되었다. 시험 동안에는 항상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VPM3 Potentiostat을 통해 전압과 전류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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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yclic Polarization Test (70oC)

1차로 Crevice corrosion을 확실히 살펴보기 위하여 부식이 잘되는 조건에서 1개

의 #0 시편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였다. 70oC 고온 조건에서 Anode 전위를 최대 전

압을 800 mV로 가하면서 Open cell voltage 이하에서 -0.1 V 사이구간에서 0.168

mV/sec의 속도로 Cyclic Polarization test를 실시하여 구리시편의 부식을 유도하였

다. 그 결과 전압-전류 곡선에서 산화막 생성에 의한 passivation 거동은 보이지 않

았으며, 시편의 Crevice에서도 부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편은 부식이 많이 되어

보였으나, 녹은 남아 있지 않았으며, Crevice로의 부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2.88에 Eapplied 대 log[I]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0

그림 2.88. #0 Cyclic Polarization Test (70oC) Curve &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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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pwise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70oC)

시험 시간을 늘려서 0 mV-200 mV-400 mV-600 mV로 각각의 전위에서 5시간

씩 Crevice Corrosion Test를 #0와 #3 시편에 대해 70oC 고온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노출된 구리시편에서는 검은 녹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Crevice에서는 부식이 생성되

지 않았다. #3 시편에서 200 mV와 400 mV는 부식전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

만 600 mV에서 표면의 passivation 효과가 없어졌다.(그림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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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3 Stepwise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70oC) Curve &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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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70oC)

시험 시간을 더 늘려서 2개의 #3 시편을 이용하여 부식 피막이 형성되는 시점으

로 보이는 200 mV와 300 mV에서 약 하루 동안 70oC 고온 조건에서 Crevice

Corrosion Test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Crevice에서는 부식이 생성되지 않았

다.(그림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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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3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70 ℃) Curve &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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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epwise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25oC)

#0, #2, #3 세 개의 구리시편에 대해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0-100-200-300-400

-500-600 mV 조건에서 각각 4시간씩 세 개의 시편에 대해 25oC 상온 조건에서 단

계별 정전압 시험을 실시하였다.(그림 2.91) 완화된 부식 조건에서도 Crevice

Corrosion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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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1. #0, #2, #3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70 ℃) Curves &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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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HE Crevice Corrosion Test (25 ℃)

THE 방법은 Alloy 22의 Crevice 부식 전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다. 시편에 대해 오랫동안 정전류를 가하여 crevice corrosion을 유도한 후,

점차 전압을 낮춰가면서 전류의 하강 시점, 즉 Crevice Corrosion Potential을 찾는

시험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확한 루프를 따라서 시험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0.5 mA

의 높은 전류 상태에서 4시간 정도 시편을 유지시킨 후 Crevice 발생 유무를 관찰

하였다. 시험 결과 #0, #2, #3 세 개의 구리시편 모두에서 Crevice Corrosion 흔적

을 찾지 못하였다.(그림 2.92)

#0 #2

#3

그림 2.92. #0, #2, #3 THE Crevice Corrosion Test (25oC)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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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Cyclic Polarization Test (50oC)

상온과 70oC 중간 온도인 50oC에서 Cyclic Polariz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스캔

은 Open cell voltage보다 100 mV 낮은 전압에서 800 mV까지 올린 후, -100 mV

로 낮추었다. 스캔 속도는 0.167 mV/sec이었다. 그 결과 전압 전류 곡선에서 부

식 피막의 형성이 약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편에서 Crevice

Corrosion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노출표면의 산화층 형성에 의한 것으로 보

였다.(그림 2.93) Cyclic Polarization에서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의 교차점을 표면

Passivation film의 안정화 전위로 볼 때, #0-#2-#3의 각각의 값은 197-259-202 mV

로서 고순도 코팅동인 #2가 가장 높았으며, 부식 피막의 안정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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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3. #0, #2, #3 Cyclic Polarization Test (50 ℃) Curves &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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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70oC)

70oC 고온 조건에서 0-200-400-600 mV에서 각 단계별로 5시간씩 3개의 구리시

편에 대해 Crevice Corrosion 시험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출된 구리 표면은 검

은색으로 부식이 진행되었지만, Crevice에서는 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그림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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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4. #0, #2, #3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70 ℃) Curves &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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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50oC)

좀 더 낮은 50oC 중간 온도조건에서도 0-200-400-600 mV에서 각 단계별로 5시

간씩 3개의 구리시편에 대해 Crevice Corrosion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0oC

시험과 마찬가지로 노출된 구리 표면은 검은색으로 부식이 진행되었지만, Crevice에

서는 부식이 되지 않았다.(그림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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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5. #0, #2, #3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50 ℃) Curves &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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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50oC)

3개의 구리 시편에 대해 Crevice Former를 사용하지 않고 임피던스 테스트를 실

시하였다. 전압차를 10 mV로 하고, 전압 주파수를 10 kHz～ 1 mHz로 하여

Open-Cell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구리 표면에서 발생하는 피막의 저항은

#0>#2>#3 순이었다.(그림 2.96) 실제 시험 후 시편에서 #2 시편은 전혀 부식이 되지

않고, 수면 경계에서 약간의 부식이 발견되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은 부식 피막을

모사한 전기회로를 구성하여야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Nyquist Impedance Plot

(Real [Z] vs. Imaginary [Z])에서 도시하는 반원 크기가 클수록 시편의 저항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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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6. #0, #2, #3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50 ℃)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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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Stepwis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50oC)

3개의 구리 시편에 대해 정전압 상태에서 임피던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번

에는 Crevice Former를 사용하였다. 전압차를 20 mV로 하고, 전압 주파수를 10

kHz ～ 5 mHz로 하여 OC-0-100-200-300-400-500-600 mV 조건에서 각각 측정하

였다. Nyquist Impedance를 Plot한 결과, 구리 표면에서 발생하는 피막의 전기적

저항은 순도가 높은 #2가 가장 양호하였으며, 순도가 가장 낮은 #3가 가장 낮았다.

(그림 2.97) 좀 더 자세한 분석은 부식 피막의 전기회로를 구성하여야 확실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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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7. #0, #2, #3 Stepwis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50 ℃) Curves

&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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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Profilometer Mesurement on (8)-Test Specimens

앞서 ‘(아)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50oC)’에서 측정한 시편에 대해서 부

식된 표면의 높낮이를 Profilometer로 스캔하였다. 용액에 노출된 부위는 Crevice

Former에 접한 표면에 비해서 부식생성물의 영향으로 높은 고도를 나타내었으며,

Crevice 영역은 낮은 고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98). Crevice 사이의 채널도 비교적

낮은 고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식이 잘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는 실제 시편의 색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사항이다. Crevice 영역 부근에서

부식생성물에 의한 높은 고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Reverse-Crevice Corrosion 현상

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좀 더 부식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식층을 제거

하고 Profilometer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2.98. #0, #2, #3 Profilometer Figures on (8)-Test Specimens.

(타) Crevice Corrosion Test Summary

앞서 실시한 (1) ～ (10)까지의 전기화학적 조건을 달리한 모든 Crevice Test에서

모든 구리시편은 Crevice 영역에서 부식현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구리에서

의 Crevice Corrosion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부식시험을 수행한 모든 경우, 사용된 KURT 모의 용액의 pH는 초기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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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에서 많이 증가하는 거동을 표 2.25에서 나타내었다. pH의 증가는 구리가 물과

반응하여 OH- 성분이 증가한 때문이다. 즉, 구리가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결합되

면 전자와 H+가 형성되며, H+는 다시 물과 반응하여 H2가 발생하여 OH-가 형성되

는 경로를 다음 반응식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   (2.6)

     →↑  (2.7)

or   →  (2.8)

시험항목 시편번호 시험온도(℃) 시험전pH 시험후pH

(5)

#0

25

7.69 8.23

#2 7.69 8.86

#3 7.69 9.35

(6)

#0

50

7.69 8.93

#2 7.69 9.28

#3 7.69 9.2

(7)

#0

70

7.69 9.72

#2 7.69 9.82

#3 7.69 9.83

(8)

#0

50

7.69 9.27

#2 7.69 9.6

#3 7.69 9.64

(10)

#0

50

7.69 8.92

#2 7.69 9.06

#3 7.69 9.1

표 2.25. Crevice Corrosion 시험 전후의 pH 변화표

따라서 용액의 pH 변화가 많을수록 구리의 부식반응이 활발히 발생하였으며, 모

든 조건에서 일반동인 #0의 pH변화가 가장 적었고, 코팅동인 #2와 #3은 거의 비슷

한 수준에서 #3가 약간 변화가 많았다.

외부 전압을 가하기 전, Open circuit 상태에서 구리시편의 전위를 표 2.26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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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다. 구리시편이 화학적 부식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otentiostat에서 가하

는 외부 전압이 Open circuit 상태의 전위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Open circuit 전

위가 높을수록 부식에 안정한 물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25의 시험항

목(10)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험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2이 높은 Open circuit 전위

를 나타내었으며, 순도가 가장 낮은 #3이 낮은 Open circuit 전위를 나타내었으나,

#0가 가장 낮은 경우도 2회나 되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Open circuit 전위는 감

소하는 것으로 보아 물질이 부식되기 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70℃ 조건에

서는 세 가지 구리 모두 비슷한 Open circuit 전위값을 나타내었다. 전위의 절대값

이 모든 시험에서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Crevice Corrosion Test를

통해 부식전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험항목 시편번호 시험온도(℃) OC(V)

(4)

#0

25

-0.096

#2 -0.043

#3 -0.124

(5)

#0

25

-0.03

#2 -0.014

#3 -0.019

(6)*

CV_Ecorr

#0

50

-0.067

#2 -0.009

#3 -0.115

(7)

#0

70

-0.195

#2 -0.18

#3 -0.195

(8)

#0

50

-0.14

#2 -0.09

#3 -0.15

(9)

#0

50

-0.23

#2 -0.10

#3 -0.12

(10)

#0

50

-0.08

#2 -0.14

#3 -0.16

표 2.26. Crevice Corrosion 시험에서의 부식전위(Open cell Voltage)

시험에 사용된 시편에 대하여 용액에 잠긴 면적 중에서 Crevice로 보호된 면적을

제외하면 전류밀도를 구할 수 있다. Potentiostatic mode에서 일정 전압에서 보이는



- 219 -

평형상태의 전류치에 대하여 Applied Voltage에 대한 전류밀도를 조사해 보았다.

(표 2.27) 전압이 상승하면서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구리

시편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일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다. (그림 2.99)

원래 ASTM G61-86의 방법과 같이 Crevice Former를 장착한 부식시험 자체는

Crevice가 발생되는 전위를 살펴보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서, 부식 전류치를 구하

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부식반응이 실제 용액에 잠기지 않은 부분에서도 느리

지만 부식이 진행되고, 물에 잠긴 부분도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으며, Crevice

영역이나 그 사이 채널에서는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시편도 상당히 많았다.

따라서 정확한 반응면적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류밀도를 산정하기 힘들었다.

Method #

Applied Voltage

0mV 100mV 200mV 300mV 400mV 500mV 600mV

부식전류밀도, A/mm2

(4)

25℃ 4hr

#0 2.38E-09 7.38E-08 2.18E-07 2.69E-07 3.80E-07 5.56E-07 7.35E-07

#2 1.36E-09 8.18E-08 2.54E-07 3.54E-07 5.22E-07 7.72E-07 1.02E-06

#3 2.11E-09 7.80E-08 2.21E-07 2.95E-07 3.71E-07 4.32E-07 5.48E-07

(6)

50℃ CV

#0 1.77E-09

#2 6.16E-10

#3 6.76E-10

(7)

70℃ 5hr

#0 2.06E-08 4.32E-08 4.42E-07 7.20E-07

#2 7.37E-09 5.41E-08 7.76E-07 1.82E-06

#3 4.75E-08 1.03E-07 8.85E-07 2.05E-06

(8)

50℃ 5hr

#0 6.48E-09 1.59E-07 3.95E-06 8.12E-06

#2 2.47E-09 1.88E-07 7.20E-07 1.69E-06

#3 2.78E-08 1.29E-07 5.88E-07 1.25E-06

표 2.27. Crevice Corrosion 시험에서의 부식전류 (Open cell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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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9. Crevice Corrosion 시험에서의 인가 전압에 따른 부식전류 그래프.

사) 구리의 전기화학적 부식특성 조사 V (KURT 지하수)

처분환경을 모사한 장기부식시험에서 부식용액으로는 KURT에서 얻은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지하수의 성분은 앞서 표 2.24에 나타내었다. KURT 지하수에서의 구

리시편의 부식전위와 부식률을 분극시험(Cyclic Polarization)과 정전압 시험(

Potentiostatic Polarization)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1) Cyclic Polarization 시험

두께 1.0mm, 직경 15mm 동전형 시편을 Working electrode로 하여 -0.5~1.0~-0.2

V로 10 mV/sec의 속도로 전압을 순환시키는 분극시험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구리

시편은 #1~#7의 총 7종을 사용하였다.

① 실험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시편에서 첫 시험에서는 측정된 부식전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용액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시편을 시험할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

히 #1 창성코팅동은 감소폭이 -0.05 V→ -0.15 V로 높게 나타났다. 용액의 조성이

변하면서 후속 시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동일 시편을 다시 2차로 분극시험을 할 경우에는 부식전위는 상승하였다. 표면에

부식생성물이 잔류되어서 부식전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 전에 N2

bubbling을 한 경우에는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부식전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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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관된 지하수 용액 내에 용존 산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7 Al 청동을 제외한 모든 구리 시편에서 승압곡선의 +0.2부근에서 나타나는 언

덕 현상(부식전류 억제효과)은 1차 스캔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2차 스캔에서는 약하

게 나타나거나 없어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편으로 교체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

상으로 연마된 시편 표면의 얇은 산화막이 원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시험 용액을 교체하면 초기에는 #6 Naval 황동과 #7 Al 청동을 제외한 순수 구리

시편(#1~#5)에서는 부식전위에 도달하기 전에 -0.2 V 부근에서 환원 peak이 나타난

다. 그러나 이후 시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지하수 성분

중에 비가역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CV 결과로는 하강시에는 특별히 강한 Passive 특성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상승

시와 거의 동일한 전류값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부동태 형성은 관측되지 않고 있

다. 이는 지하수 중에 Cl, O2 등과 같은 산화제의 농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② 부식 전위

초기 1차 Scan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식전위는 시편표면의 상태와 용액의 조성

의 불안정성 때문에 변화가 많아서, 비교적 안정적인 새로운 2번째 시편의 Scan 값

을 그림 2.100에 나타내었다. 구리 시편의 부식전위의 경향은 앞서 측정된 해수 및

NaCl 용액에서 측정된 값들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6 Naval 황동이나

#7 Al 청동은 부식을 통해 강한 부동태를 형성하는 재료들이라서 부식 전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포함된 주석이나 아연 성분으로 인해 부식전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③ 부식 전류

Tafel Plot에 의한 부식 전류를 조사하여 그림 2.101에 나타내었다. 1차 Scan에

서는 거의 모든 시편이 일정한 부식전류 값을 나타내었으며, #4 압출동이 약간 높

게 평가되었다. 이후 같은 면을 2차로 Scan할 경우에는 순도가 높은 구리들(#2

Tafa 코팅동과 #4 압출동)이 예상밖으로 높은 부식 전류(부식율)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앞서 관측된 결과들과 많이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전기화학적 부식 전류치

는 표면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실제 부식율과는 차이가 있어서 해석상에 큰 의

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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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0. KURT 용액에서의 분극시험에서 나타난 부식 전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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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1. KURT 용액에서의 분극시험에서 나타난 부식률 비교.

④ 표면 관찰

시험시편 사진을 그림 2.102에 나타내었다. 표면의 육안 관찰 결과로는 구리시편

중에서는 #2 Tafa 코팅동의 산화막 두께가 가장 얇게 보였다. 그리고 #7 Al 황동

은 육안으로는 부식피막 형성이 억제되어 보였다. #1 시편은 #3과 같은 물질로서

동일하여 사진에서 제외하였다. 붉은 색상으로 보아서 구리시편 표면에 형성된 부

식피막은 적색의 Cu(I)2O로 판단되었다.



- 223 -

그림 2.102. KURT 용액에서의 분극시험 시편 사진들.

(2) 정전압 분극(Potentiostatic Polarization) 시험

구리 시편을 KURT 용액 내에서 충분히 높은 800 mV의 높은 전압을 가해 강제

적으로 산화전위이상으로 유지시켜, 시간에 따른 부식전류를 관측해 보았다. 금속

표면에 산화피막이 생김으로서 표면부식이 억제되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표면의 산화피막 유도를 위해 시험 용액은 공기와 접촉이 가능한 상태로 시험하였

다. 구리시편은 #1~#5의 5종의 구리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노출된 시편의 표면적은

1.0 cm2으로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결과를 그림 2.10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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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3. KURT 용액에서의 정전압 분극시험 그래프.

그림 2.103에서 예상과 동일하게 초기 전류값은 높게 형성되었다. 초기 부식 전류

값은 코팅동(#1~#3)이 일반동(#4, #5)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후 점차 표면의

부식 피막이 형성됨에 따라서 급격하게 부식 전류는 하강하며, 이후 10,000 sec 이

후에는 감소폭이 일정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서서

히 부식 전류값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부식층의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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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전반적인 부식 전류값은 일반동이 코팅동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서, 부식피막의 치밀성이 코팅동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인다. 코팅동의 부식전류는

초기에는 일반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지만 장기간 시간이 지나서 부식피

막이 두터워지면서 그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동은 본 시험에서 부식피막과 원래 금속간의 결합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험도

중에 피막이 자꾸만 벗겨져서 부식 전류치가 갑자기 뛰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4

압출동과 #5 단조동은 모든 시편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림 2.103의 #4

그래프는 다행히 시험 도중에는 벗겨지지 않았지만 해체하면서 약간의 움직임에도

부식 피막이 벗겨져 버리고 말았다. 부식피막이 벗겨지면 순수 금속면이 용액에 노

출되어 부식전류가 급상승하게 된다.

그림 2.104에 시험에 사용된 시편들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일반 코팅동의 부식

피막은 금속에 강하게 접합되어 있는데 비하여 #4 압출동과 #5 단조동은 벗겨져 있

었다. 그림 2.104의 #4-2는 시험 종료 직후 벗겨진 것으로서 부식되지 않은 순수한

금속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식피막이 벗겨지는 원인으로 일반동의 경우에는 구

리의 과립상(granular)의 결정면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새로 형성된 부식 피막과는

접착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4 압출동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결정면들

이 선명하게 관찰되며, #5 단조동의 경우에는 과립상이 잘게 부서져 작은 크기로

무수히 존재하고 있음을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관찰할 수 있다. 두께가 얇은

초기 부식피막의 경우에는 잘 벗겨지지 않으나, 계속 부식이 진행되면 성장하는 부

식피막의 부피가 금속체보다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표면 팽창력으로 인해 벗겨져

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105에서 보듯이 벗겨진 부식피막을 관찰하면, 금

속에 접하는 쪽이 떨어지면서 바깥 용액접촉면 안쪽으로 둥글게 말리면서 벗겨져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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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4. KURT 용액에서의 정전압 분극시험 시편 사진들.

그림 2.105. KURT 용액에서 벗겨진 부식피막 사진.

3) 산화환경에서의 부식 특성 평가

가) 구리 산화막 제거 조건 정립

구리의 부식률은 주로 무게 감손에 의해 측정되므로, 부식된 구리시편에서 부식

피막을 벗겨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부식피막을 벗겨내는 도중에 부식

되지 않은 구리성분이 제거되면 부식률 측정에 오류가 발생된다. 그림 2.106은 초

기 70 ℃ 습공기 조건에 3주간 노출된 구리의 무게 감손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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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35% HCl의 강산으로 부식피막을 제거하고 측정한 것이다. HCl 수용액을

사용한 이유는, 구리의 산화피막(Cu2O, CuO)을 HCl이 선택적으로 잘 녹이기 때문

에 사용하였다. 이후 검증 시험에서 부식되지 않은 구리시편의 경우에도 35% HCl

강산에 노출되면 0.001~0.0001g 사이의 무게 감손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산화피막을 용이하게 제거하면서 금속구리를 손상시키는 않는 최소한의 HCl 수용

액 농도와 처리시간을 조사하게 되었다.

(1) 10% HCl 수용액

감손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8.6×20×1.0 mm 의 직사각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1～

#4의 구리 시편을 Sandpaper #2,000으로 표면을 1차로 연마하고, 0.3 ㎛ 알루미나

슬러리 입자로 최종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에탄올로 세척하여 표면상의 이물

질을 제거하였다. 시편의 표면적은 약 400 mm2이며, 평균 질량은 1.45 g정도였다.

10% HCl 수용액 20 ml에 시편을 담그고, 30초 간 초음파를 가하면서 어느 정도의

무게 감손이 생기는지 10-4g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각 시편에 대해 6차례씩 연속하

여 10% HCl로 처리하면서 처리 전후의 무게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표 2.28

에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 10% HCl 수용액은 순수 구리(#1～#4)를 꾸준히 깍아 래

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서도 저순도의 #1과 #3의 창성구리 코팅구리를 더 많이

깍아내었다. 따라서 저순도의 구리를 0.0001g 수준에서 깍아내는 조건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였다. 한편, 여기서 질량 0.0001 g은 해당 구리시편에서 약 28 nm 두

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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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6. 습공기로 3주간 부식시킨 후, 산화피막을 벗겨낸 후 무게 감손.



- 227 -

처리횟수
시편 종류

#1 #2 #3 #4

1 -0.0003 -0.0001 -0.0013 0.0000

2 -0.0004 -0.0001 -0.0020 0.0000

3 -0.0007 -0.0002 -0.0023 -0.0001

4 -0.0008 -0.0002 -0.0026 -0.0001

5 -0.0011 -0.0003 -0.0031 -0.0002

6 -0.0015 -0.0002 -0.0039 -0.0002

표 2.28. 10% HCl 수용액으로 초음파 처리한 구리 시편의 무게 감손량(g)

(2) 5% HCl 수용액

앞선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금속성분이 잘 벗겨지는 #1 창성코팅동에 대해서 산

도를 낮춘 5% HCl 수용액으로 부식피막을 제거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2.107과 같이 70℃에서 습공기 조건에서 약 4일간 표면에 인위적으로 산화막을 형

성시킨 #1 창성 코팅동의 구리시편의 녹을 5% HCl 수용액으로 제거시키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2.107. 습공기로 산화된 구리 시편(#1)의 5.0% HCl 수용액 처리 후 시편 사진 (1;

30초, 2; 20초, 3; 5초 초음파 제거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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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7에서 4일간 70℃에서 습공기에 노출된 시편은 검붉은 색을 띄고 있는

데, 이는 Cu2O와 CuO(black cupric oxide)가 혼재된 부식표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30초에서 완전히 녹이 제거되었으며, 5초까지 처리시간을 짧게 줄였음에도

표면의 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피막이 제거된 구리 시편을 다시 초음파

처리한 경우에도 순수구리의 무게 감손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29) 따라서 5%

HCl 용액을 5초간 처리해도 표면의 부식 피막만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으므로,

좀 더 HCl 농도를 낮추어서 처리해도 산화막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5% HCl 처리시간

30 초 10 초 5 초

습부식전 시편 무게 1.4779 1.4803 1.4792

습부식후 시편 무게 1.4779 1.4803 1.4792

부식피막 5% HCl 처리 후

무게 감손량
0.0002 0.0003 0.0002

피막제거 후, 5% HCl 재처리

무게 감손량(g)
0.0000 0.0000 0.0000

표 2.29. 5% HCl 수용액으로 초음파 처리한 구리 시편의 무게 감손량(g)

(3) 2.5% HCl 수용액

3일간 70℃에서 습공기에 노출된 #1～#5의 산화된 구리시편을, 2.5% HCl 수용액

으로 약 20 초정도 처리하였다. 그 결과, 그림 2.108과 같이 깨끗하게 산화피막을

제거할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산화되지 않은 순수 구리를 처리할 경우에도

무게 변화량이 사용된 저울의 분해능 수준(0.0001 g)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기본적인 구리시편의 산화막 제거 조건으로 2.5% HCl 수용액 20 초 초음파 처

리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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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8. 습공기(70℃)로 3일간 산화된 구리시편(상)과 2.5% HCl 수용액 처리후 시편

사진 (좌로부터 구리시편 종류 #1, #2, #3, #4, #5).

(4) 고온 부식 생성물의 제거

#1 구리 시편을 물에 적신 타월을 함께 1 L 밀폐 유리용기에 넣고 70℃ 고온에서

1주간 방치하여 표면의 녹을 형성시켜 보았다. 그 결과, 표면에 붉은 녹(Cu2O)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유리병 바닥면과 구리 시편 뒷면은 강한 접착을 이루고 있었

으며, 접촉한 구리표면 부위에서 색다른 반응 생성물이 관찰되었다. 녹슨 표면을

5% HCl 용액에 30초간 초음파 세척을 실시하였다(그림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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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Cl 30 sec 처리후↓

(앞) (뒤)

그림 2.109. 습공기(70℃)로 일주일간 산화된 #1 구리시편(상)과 5% HCl 수용액 30 초

처리후 시편 사진.

처리 후, 붉게 산화된 면은 깨끗하게 산화피막이 제거되었지만, 유리와 접촉한 부

위는 원래 색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생성된 부식생성물이 잘 제거되지 않았다. 이

부위의 반응생성물은 산에 대한 저항성이 일반 구리산화물에 비해 높았다. 유리병

의 성분과 화학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식시간을 늘려서 한 달간 부식시킨 #1 시편을 5% HCl 용액에 넣고 피막제거시

험을 실시하였다. 부식된 시편의 표면에는 검은 Cupric oxide(CuO)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었다. 산화된 표면은 5% HCl 용액 30초 처리로 많이 제거되었지만, 깨끗하

게 제거되지 않았으며, 특히 유리와 접촉한 부위의 부식 생성물은 마찬가지로 잘

제거되지 않았다(그림 2.110).



- 231 -

그림 2.110. 습공기(70℃)로 한달간 산화된 #1 구리시편(상)과 5% HCl 수용액 30 초

처리후 시편 사진.

(5) 해수에 부식된 구리시편의 녹 제거

해수에 3개월간 노출시킨 5종의 구리시편(#1～#5)의 녹을 2.5% HCl 수용액으로

20초 처리하였으나(그림 2.111), 녹이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하지만 HCl로 한 번

처리된 것을 에탄올로 처리하면 1～2분 후 노란 녹이 녹아나오기 시작하였으며,

4～5분 처리하면 표면의 녹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112). 단

순히 HCl 수용액을 처리하지 않고 에탄올만으로 처리하면 5분 이상 기다려도 표면

의 녹이 전혀 녹아나오지 않았다. HCl 수용액을 장시간 처리하면 녹을 제거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생성된 산화막이 균일하게 표면에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일찍 산화막이 벗겨진 부분의 구리금속 부분이 산에 녹아 나오면 곤란하다고 보았

다. 따라서 해수에 노출된 구리 시편의 경우에는 20 초 2.5% HCl 수용액 →5분간

알콜 처리→50 초 2.5% HCl 처리를 기본 피막제거 방법으로 정하였다.

(6) 연구 결과

이상의 결과로부터 붉은 Cuprous oxide (Cu(I)2O)는 2.5% HCl 수용액으로 20 초

처리하면 쉽게 제거되지만, 검은 Cupric oxide(Cu(II)O)로 덮인 구리 표면은 5%

HCl 수용액으로 30 초 이상 처리해야 제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닷

물에서의 부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식생성물은 HCl 수용액과 알코올을 순차

적으로 적용한 처리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구리시편의 부식 생

성물의 제거는 부식생성물의 발현 조건 및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피막 제거과정이

각각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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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피막 제거후↓

그림 2.111. 해수에서 3개월간 산화된 구리시편(상) #1～#5와 5% HCl 수용액 및 에탄올로

처리한 시편 사진.

그림 2.112. 해수에서 3개월간 산화된 구리시편 녹을 제거한 에탄올 용액.

나) 10% HCl 산성용액에서의 구리 산화

저온분사로 제작된 구리 층과 일반 동의 산성용액에서의 부식 안정성을 비교하고

자 하였다. 시험시편으로는 8.6×20×1.0 mm의 직사각 구리 조각을 사용하였으며,

#1～#4의 4종의 구리 시편을 Sandpaper #2,000으로 표면을 1차로 연마하고,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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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 슬러리 입자로 최종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에탄올로 세척하여 표면

상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구리 시편들에 대해서 10% 염산 용액 중에서 5분간 초음파 처리시험을 하면서

매회 무게 감손을 저울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를 그림 2.113에 나타내었다. #2와 #4

는 순도가 높은 구리로서 해당 용매에 대해 부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3(창

성구리-SUS)이 가장 부식이 잘 되었다. #1(창성구리-주철)코팅동도 비교적 부식이

잘 되었다. 순도가 높은 #2(Tafa-SUS)는 일반 압출동(#4)와 거의 비슷한 무게 감

손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염산용액 중에서의 구리 부식은 코팅시편이나 일반

압출동이나 가공상의 차이점은 결론짓기는 힘들지만, 구리의 순도에 따라서 무게

감손, 즉 부식률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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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10% 염산 용액 중 무게 감손 측정 결과표(매회 5분간 초음파 처리).

HCl에 처리된 시편의 모습을 살펴보면, #2, #4 시편은 변색이 없고, #1 변색이 조

금 있었으며, #3 변색이 확연하다. 이러한 변색은 표면이 식각되어 연마된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빛이 산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변색을 통해서 부식을 살펴

본 결과로는 #3가 가장 부식이 잘 되었으며, 순도가 높은 #2, #4는 거의 부식이 되

지 않았다(그림 2.114). 이는 앞선 그래프의 무게감손 측정결과와 일치한다. 결론

적으로 HCl 수용액에서의 부식현상은 구리의 순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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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14. 10% 염산 용액 중의 구리 시편 모습. 좌측으로부터 #1, #2, #3, #4 시편 (A)

부식 전 시편, (B) 1회 염산 처리 후 부식 후 시편.

다) 습공기 중 구리 산화

(1) 1차 습공기 부식시험

시험시편으로는 8.6×20×1.0 mm의 직사각 구리 조각을 사용하였으며, #1～#4의 4

종의 구리 시편을 Sandpaper #2,000으로 표면을 연마하고 에탄올로 세척하여 표면

상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시험 시편을 밀폐된 유리 용기에 적신 천과

함께 넣고 70℃에서 1～3주간 부식시켰다. 시편이 유리병에 직접 닿지 않도록 부

직포를 바닥에 깔고 시험하였다. 그림 2.115에 부식된 시험시편과 35% HCl 수용액

으로 표면처리된 시험시편을 나타내었다.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무게 감손을 근거로 부식두께를 산출한 결과를 그림 2.116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앞서 HCl 산성용액에서의 경향과 비슷하였다. 단지 #1

(창성구리-SUS)와 #2(창성구리-주철)의 코팅동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다. 순도가

높은 구리가 부식이 잘 되지 않았으며, 코팅동의 영향은 이 시험결과로는 판단이

힘들었다.

한편, 본 표면 처리조건에서는 35% HCl 수용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식생성물

외에도 순수 구리가 상당히 깎여 나갔다는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시험을 중단하고 표면 처리조건을 정립한 후, 2차 시험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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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피막 제거후↓

그림 2.115. 습공기에서 3주간 산화된 구리시편(상)과 35% HCl 수용액 30 초 처리 후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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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습공기에서 산화된 구리시편 부식 두께 그래프.

(2) 2차 습공기 부식시험

기존에 실시된 습공기중 구리산화 시험에서는 산화막 제거 조건이 맞지 않은 것

을 확인하고, 재정립된 2.5% HCl 수용액 20 초 처리 조건을 적용하여 습공기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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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서는 기존 저온분사코팅(저온분사코팅) 구리를 압출동

및 단조동과 비교 시험하였다. 시험 조건은 약 무게 1.4 g, 표면적 400 mm2의 구

리 시편을 70℃ 습공기 중에 두고 약 2개월간 산화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편은 #

1～#5의 5종의 구리시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무게 감손 결과는 그림

2.1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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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습공기에서 산화된 구리시편의 무게 감손 그래프.

그림 2.117에서 모든 시편은 초기 1～3일간 높은 부식률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부식피막의 보호 작용으로 더 이상 무게 감손이 진행되지 않고 감손량이 일정

해졌다. 2달간의 시험에서 모든 구리시편의 절대적 감손량이 작아서 약간의 차이

에도 상대적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감손그래프를 살펴보면, 고순도

Tafa 동(#2)과 단조동(#5)의 부식 저항성이 높았다. 순도가 낮은 #3 창성동은 비교

적 높은 무게 감손을 보였다.

그림 2.118에 습공기 부식 시편을 나타내었다. 초기 부식시편은 붉은 Cuprous

oxide (Cu(I)2O)가 나타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Cupric oxide(Cu(II)O)가 생겨나면

서 표면색이 붉은 색에서 고동색으로 변하였다. 기본적인 피막의 제거 조건(2.5%

HCl 수용액 20초 처리)으로 충분히 표면의 녹을 제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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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습공기에서 구리의 변화 모습과 2.5% HCl수용액으로 부식피막 제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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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수 중의 구리 부식 시험

(1) 시험 준비

저온분사로 제작된 구리들(#1～#3)과 압출동(#4), 단조동(#5), 6:4황동(Naval

brass)(#6) 및 Al 청동(#7) 등에 대하여 서해에서 채취한 해수 중에서 상온에서 부

식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시편으로는 8.6×20×1.0 mm의 직사각 구리 조각을 사용

하였으며, 7종의 구리 시편을 Sandpaper #2,000으로 표면을 연마하고 에탄올로 표면

상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그림 2.119에 시험시편을 나타내었다. 10

ml 유리 실린더에 시편을 넣고, 해수를 완전히 채워서 공기방울이 없도록 하였다.

상부는 파라핀 필름으로 밀봉하여 공기의 침입을 최소화 하였다. 총 3개 세트를

만들어서, 장기간 질량 감손을 측정하였다.

그림 2.119. 해수(서해 바닷물)에서의 구리 시편의 산화시험 (좌로부터 #1～#7 시편).

(2) 시간에 따른 거동 관찰

1주일 정도 지나자, 모든 구리시편에서 국부적 산화피막이 형성되었다. 한편 유

리관 바닥이 우유빛으로 뿌옇게 되어 산화생성물이 아래층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Al 청동은 뿌연 층이 전혀 생성되지 않았다.

20일이 지나면서, 아래층 뿌연 침전물의 녹색화가 발생하였다. 이 물질은 녹색의

Patina-Copper(II) chloride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Copper(II) chloride(CuCl2)은 엷은 고동색 고체로서 수화되면 blue-green dihydrate

(CuCl2-Cu(OH)2)이 되는 특성이 있다. #1 시편은 표면 피막이 검게 변화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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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서, CuCl2가 검은색 Cupric oxide(CuO)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6

6:4 황동도 다른 구리와 마찬가지로 뿌연 침전물의 녹색화가 진행되었으나, #7 Al

청동은 표면에서만 녹색 피막이 산재되어 발생되었다.

37일이 지나면서, 시료 주변의 녹색화가 더 진행되었다. 녹색성분은 CuCl2에 의한

blue-green dihydrate(Cu(II)Cl2-Cu(OH)2)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아래 반응식과 같

이 수화된 atacamite-Cu(I)2Cl(OH3)의 형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Journal of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 309 (2007) 470–477). Al 청동은 녹색의 뿌연 산화

물이 없이 비교적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해수에 대해 내부식성이 강

하다고 보았다.

2 CuCl + H2O -> Cu2O + 2H+ + 2Cl- (2.9)

Cu2O + Cl- + 2H2O -> Cu2Cl(OH)3Cl + H+ + 2e- (2.10)

3개월이 지나면서, 구리시편(#1～#5) 주위가 녹색 부식생성물로 가득해졌다. #1,

#5, #7(Al-bronze)의 유리관에 공기가 침입되어 상층에 공기층이 형성되었으며, #1

에서 가장 많았다. 그 결과, #1에서 부식 침전물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아래 부분이

녹색으로 뒤덮였다. #7 Al청동은 갈녹색 침전물이 나타났다. 시편을 유리관에서

제거 및 건조하여 관찰하면, 구리시편 중에서는 순도가 높은 #2가 가장 부식이 덜

된 것으로 보이며, 순도가 낮은 #1과 #3은 부식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관찰된다.

청동이나 황동은 다른 구리시편에 비해서 부식이 적었으며, #7 Al청동이 보다 양호

한 상태로 보였다. #7청동에는 갈색 점이 나타났다.

무게 감손을 측정하기 위해 2.5% HCl 용액으로 30초간 녹 제거를 시도하였다.

피막이 약한 부분이 일부 제거되었으나 검은 부분은 잘 제거되지 않았다(그림

2.120. #3～#5). 2.5% HCl 용액으로 처리된 시편은 에탄올 용액으로 처리하자 녹이

잘 벗겨졌으며(그림 2.120. #1～#2), 어느 것이나 단독 용액으로는 녹이 잘 제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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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해수(서해 바닷물)에서의 3개월 노출된 구리 시편들 (좌로부터

#1～#2; 2.5% HCl+EtOH 처리된 시편, #3～#4; 2.5% HCl만 처리된 시편).

표면처리된 시편에서, #4 압출동은 육안으로 쉽게 보이는 큰 결정질의 표면이 드

러났으며, #5 단조동은 잘게 부서진 결정질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2.121).

부분적으로 구리 녹이 덜 벗겨진 곳도 있기는 하지만 무게 측정에는 큰 영향이 없

으므로 무게 감손량을 측정하였다

#2 #3

#4 #5

그림 2.121. 해수(서해 바닷물)에서의 3개월 노출된 구리 시편의 녹 제거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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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구리시편들은 피막 표면의 점차 색이 어둡게 되었다. #5 단조동은 피

막이 국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무게 감손이 높게 나타났다.

(3) 부식두께 거동

해수에 부식된 시편의 녹을 제거하고 무게 감손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근거

로 부식률을 계산하였다(그림 2.122). 해수 중에서 구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층

이 형성되고 있으나, Cl- 이온의 영향으로 부식피막이 엉성하고 계속 용액 중으로

녹아내려서, 충분히 금속을 보호하지 못하여 후기에도 부식률이 낮아지지 않고 꾸

준히 부식이 진행하였다[2-20]. 이는 습공기 중에서의 부식거동과는 다른 거동이었

다. 육안 관찰로는 동 중에서는 고순도의 Tafa 저온코팅동(#2)이 비교적 저항성이

큰 것으로 보였으나, 무게 감손양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6개월 이후에 단조동이

비교적 높은 무게 감손을 나타내었는데, 표면관찰결과 이는 부식층이 떨어져 나가

는 현상 때문이었다. 6:4황동(Naval brass) 및 Al 청동은 원래 해수에 대한 내부식

성이 좋아서 선박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들로서, 본 실험에서도 해수에 대한 부식률

이 낮고, 후기로 갈수록 보호피막의 생성에 따라 부식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 물질은 Cu외에 다른 Zn와 Al의 산화피막으로 보호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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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 해수(서해 바닷물)에서의 장기간 노출된 구리 시편의 부식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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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부식 특성

가) Lab Scale 예비 시험

구리시편의 지하처분환경에서의 장기부식시험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실제 지하

환경에서 구리처분용기는 지하암반의 처분공에 핵종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압축벤

토나이트로 주위를 둘러싸여진다. 이러한 분위기를 모사한 장기부식 시험을 실험

실에서 1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1) 부식 용기

직경 15 mm, 두께 1.0 mm 동전 모양 구리 시편을, 건조 압축 밀도 1.6 g/cm3의

압축벤토나이트 블락(직경 30 mm, 두께 10 mm 원형) 2개 사이에 넣고, 티타늄 재

질의 내부식성 금속용기에 담아 부식용기를 조립하였다. 티타늄 용기 상하면에는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있으며, 벤토나이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티

타늄 필터를 상하면에 두었다(그림 2.123).

그림 2.123. 장기부식 용기 구조도.

(2) 압축 블락 제작

시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는 경주산 천연 Ca 벤토나이트로서, 압축밀도 1.8～1.9

g/cm3 정도로 압축하였으며, 부식용기 내적 기준으로 건조밀도가 1.6 g/cm3이 되도

록 하였다.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함습율 측정을 위해 약 60g의 벤토나이트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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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10℃ 오븐에서 1주일간 건조한 후 그 증발량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함습율

은 약 12.6 wt%이었다.

(3) 시험 시편의 준비

시험 시편은 직경 15 mm, 두께 1.0 mm 크기의 동전형이며, 무게는 14.1～14.2 g

정도로서 표면적은 약 400 mm2이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표 2.30과 같이 #2～#7

의 6종의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1은 #3과 동일한 창성코팅동으로서 코팅모재만 틀

린 종류로서 시험에서 제외하였다. 각각의 시편은 사포(Sandpaper #2,000)으로 표

면을 1차로 연마하고, 0.3 ㎛ 알루미나 슬러리 입자로 최종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

편은 에탄올로 세척하여 표면상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그림 2.124).

장기부식 시험용 시편의 종류

#2

#3

#4

#5

#6

#7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고순도 Tafa구리 입자를 코팅

주철 표면에 창성구리 입자를 코팅

압출동,

단조동

6:4황동(Naval brass)

Al 청동(Al bronze)

표 2.30. 장기부식 시험용 시편의 종류

#2 Tapa/SUS #3 창성/주철

#4 압출동 6:4 황동 Al 청동

그림 2.124. 장기부식 시험용 시편의 연마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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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용 용액

시험에 사용된 용액은 직접 KURT 200 m 처분공에서 뽑아낸 용액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용액의 특성은 아래 표 2.31과 같다. 표 2.31에 용액의 특성 및 성분

을 나타내었다. 표 2.31에서 Eh가 -384 mV 로서 -100mV 부근에서 측정된 구리의

산화환원전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KURT 지하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의 심층 지하수와 달리 Cl- 이온의 농도가 낮고, 산소함량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채취된 용액은 채수병에 담아서 보관하였으며, 부식시험 직전 측정된 pH가

7.7～8.1의 약 알칼리 상태임을 확인하고, 시험에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밀폐

유리병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실리콘 고무로 밀폐되는 500mL 용기였다.

KURT 용액 약 350 mL를 부어넣어 부식용기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하였으며, 밀

폐 전에 30분간 고순도 N2를 불어넣어 산소의 침입을 최소화 하였다.

Sample Sampling Borehole Sampling Temp. pH Eh EC DO TDS

no.  Date
depth 
(m)

depth 
(m)

(℃) (mV) (μS/cm) (mg/L) (mg/L)

TB-10 07-6-22 0:00 200 140~150 15.4 8.10 -384 159 0.02 246.6
Concentration (mg/L)

Na K Ca Mg SiO2 Cl- SO4
2- NO3- F- HCO3

- CO3
2- HCO3+CO3

16.5 0.38 17.2 1.72 41.3 2.18 6.97 0.23 3.41 78.4 0.00 78.4 

표 2.31. 장기부식 시험용 KURT 지하수의 특성 및 성분표

(5) 부식 용기의 조립

조립전 준비물은 시편을 포함하는 압축벤토나이트 2개조, 티타늄 부식용기 1 set,

티타늄 필터 2개, 저울, 비이커, 밀폐유리병, 지하수 및 고순도 N2 gas 등을 준비한

후 조립하였다(그림 2.125). 그림 2.126에 조립과정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2.125. 장기부식 시험용 부식용기의 조립 전 준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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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벤토나이트와 시편 사진 조립 중 사진 완료된 용기

용액의 pH 측정
밀폐병에서의 N2 purging 70℃ 항온 챔버 보관

그림 2.126. 장기부식 시험용 부식용기의 조립 과정 사진 모음.

(6) 부식 용기의 해체

시험이 끝난 시험시편은 부식용기를 밀봉용 유리병에서 집어낸 후, 1일 정도 11

0℃에 건조오븐에서 말린 후 해체하였다. 건조한 이유는 압축벤토나이트가 팽윤하

여 부식용기에 고압의 팽윤압이 걸려 있어서 용기의 해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체된 압축 벤토나이트는 완전히 하나로 뭉쳐져 있었으며, 건조로 인해 균열이 발

생되어 시편을 제거하기 용이하였다(그림 2.127).

압축벤토나이트 내부에서 제거된 구리시편은 먼저 에탄올 용액에 두고 1분간 초

음파 세척기로 세척하여 표면의 점토 입자와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표면의 부식상

태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2.5% HCl 용액에서 10~20초간 초음파 처리하여 산

화막을 제거하고 10
-4
g 수준으로 무게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감손량를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부식두께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Wloss는 감손량, As는 시편의 표면

적, δ d
는 시편의 밀도 및 Dc는 부식 두께이다.


  ×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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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7. 장기부식 시험용 부식용기의 해체 사진 및 시편 모습.

(7) 장기부식 시편의 고찰

- 2개월 : 시편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표면피막에서 무지갯빛이 보

이는 것으로 보아서 그 피막 두께는 수십 nm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산화피막은

2.5% HCl 용액에서 약 10초 정도 노출에도 용이하게 제거되었다. 피막의 색조는 고

동색에서 검은색으로 섞여 있었으며, Cuprous oxide[Cu(I)2O]와 Cupric

Oxide[Cu(II)O]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5 단조동은 색이 보다 검

었으며, 코팅동 보다 부식 피막이 튼튼해서, 동일 조건에서 산화피막이 잘 제거되지

않았다. 확대된 사진을 관찰하면, 특별한 국부부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 4개월 : 표면의 색이 좀 더 진하게 검게 변하였으며, 표면 광택이 초기 연마한 그

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식피막 두께는 아주 얇게 보였다. 검은 색상

으로 볼 때, 표면에 Cupric Oxide[Cu(II)O]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KURT

용액 내에 벤토나이트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 반투명 흰색의 부유물이 미량 관찰되

고 있으며, 물 표면에도 소량 떠 있다(그림 2.128). 이러한 부유물은 부식시간이 오

래될수록 많이 발생하였으며, 19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용기 바닥에 상당량이 관찰

되었다.

그림 2.128. 4개월 장기부식 시험용 부식용기와 19개월 된 유리병 내의 흰색 부유물.



- 247 -

- 6개월 : 6개월 시편의 상태는 4개월과 동일하였다. 시편 표면의 부식피막을 XRD

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면에 약하게 Cu2O와 CuO가 발생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단조동의 경우에는 CuO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표면은 검은 색이었지

만 붉은 Cu2O peak가 CuO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그림 2.129). 유리병

내의 흰색 부유물의 XRD를 조사한 결과로는 뚜렷한 결정 peak는 나타나지 않았지

만, peak의 형태가 Silica gel를 진공 건조한 경우에서 보이는 20～30° 부근의 넓은

band를 나타내는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벤토나이트 중의 SiO2 성분이 약

알카리 지하수에 녹아 나온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림 2.129. 6개월 구리시편(#2, #3, #5, #6) 표면과 부식되지 않은 Cu(아래)의 XRD 사진

및 용액 내 부유물의 건조 후 XRD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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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 부식용기 중의 압축벤토나이트는 기존 경주산 Ca 벤토나이트가 아닌, 원

산지가 다른 제품으로서, 건조 후 벤토나이트 블락 표면에서 부스러기가 많이 발생

되고 있어서, 벤토나이트의 물리적 응집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130). 해체된 구리시편은 표면에 생긴 진한 얼룩이 잘 제거되지 않는데, 이는

Cupric Oxide(CuO)로 보이며, 반대면에는 얼룩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면색만 진하

게 바뀌고, 표면의 연마된 초기 광택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부식은 거의 되지

않았다.

그림 2.130. 9개월 장기부식 시험 종료 후, 부스러기가 나타난 건조된 압축벤토나이트.

- 17 개월 : 실험실이 위치한 건물의 화재로 인해 항온오븐이 장기간 항온 유지가

중단되었었다. 이후 새로운 실험실로 이사를 간 후, 처음으로 개봉하여 분석하게

된 시편들이다. 모든 시편이 진한 검은색을 띄고 있으며, 부식률이 예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4의 부식률이 급등하였으나, 표면을 관찰하면 모든 시편에서 국부

부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4 용기의 밀봉 상태가 깨져서 다량의 산소가 용기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 19 개월 : 시편 표면은 전체적으로 CuO의 검은 색이며, 붉은 색조(Cu2O )가 조

금씩 보인다. #3-1은 약간 어두운 녹색을 띄는 특이성이 있었다. 이는 CuOH의

형성 때문이 아닌가 의심되었다. 다른 시편에 비해 #4 압출동이 이 약간 더 검게

나타났으며, 확대하여 관찰하여도 부분 부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 21 개월 : 시편은 19개월과 동일하였다. 표면은 초기 연마한 광택을 많이 잃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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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표면의 색도 많이 검은 빛을 띄고 있다. #2 시편이 담겨있던 용액의 pH를

측정한 결과 약 pH 10.9라는 높은 알카리를 띄고 있었다. 구리가 산화되면서 수중

에 OH 기가 많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화학적 구리 부식시험을 실시할 경

우에도 pH가 상당히 상승하는 것과 일치하였다.

- 24 개월 : 시편은 #3 시편이 가장 검게 나타났다. #3의 경우에는 팽윤압으로 인

해 용기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고온 건조 시간을 늘린 효과로 인해서 좀 더 검은

색을 띈 것으로 보인다. #4 압출동의 경우에는 미세한 검은 구멍들이 많이 관찰되

었으며, 예전보다 부식률도 높게 나타났다. 검은 구멍은 점부식의 흔적으로 의심이

되었으며, #3의 저순도 코팅동의 경우에도 적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도가 높은 #2 코팅동의 경우에는 미세 구멍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4의 경우

를 관찰하면 전반적으로 부식 피막의 형성이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안쪽 면은 점부식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Al 청동의

경우에는 비교적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부식율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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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 KURT 처분 모사 환경에서의 구리 시편 장기 부식률.

(8) Lab Scale 장기부식 시험 결과

저온분사로 제작된 2종의 코팅동(#2, #3)과 일반동의 KURT 지하수에서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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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거동을 지난 2년간 수행하였다. 무게감손을 통해 측정된 부식률을 그림 2.131

에 나타내었다. 초기 2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구리 시편의 부식두께는 0.1～0.3

㎛ 부근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아주 낮은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동안 부식시편은 표면만 변색되었을 뿐, 초기 연마된 표면의 광택를 그대로 유지하

고 있었다. 이후 실험실 화재로 인해 용기의 보관상태가 불량해지면서 이후 측정

된 몇몇 시편들에서 부식률이 갑자기 증가하였다. 하지만 2년간의 시험에도 부식

두께는 최대 1 ㎛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1,000년의 기간으로 환산하면 1

mm의 부식두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장기부식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구리시편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초기 부식 이후, 부식

피막이 일단 형성되면 부식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산소가 유입되면 부식

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31의 장기부식 그래프에서 코팅동과 일반동의 차이를 뚜렷이 알 수는 없

었으며, 단지 순도가 높은 Tafa 코팅동이 순도가 낮은 창성동에 비해 우수한 부식

저항성을 전반적으로 보였다. 이와는 별도로 Naval 황동이나 Al 청동도 장기처분

용 내부식 후보 재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Al 청동이 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최종 24개월 시편에서는 일반 압출동 #4에서 점부식으로 의심되

는 흔적이 보였으며, 구리의 장기부식특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나) KURT에서의 장기부식 시험

앞서 실험실 규모에서 장기부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KURT에서

현장시험을 실시하였다.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수질의 품질저하나 산소침입을 걱정

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순수한 지하수를 바로 부식용기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장

점이 있어, 실제 처분환경에 근접한 조건에서 구리시편의 부식률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1) 장기 부식 시스템

장기 부식 시스템은 고준위폐기물 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하여 구성하였다. 통상적

인 지하처분 방식은 지하암반에 처분공을 뚫고, 압축벤토나이트로 주위를 둘러싼

형태로 구리 처분용기를 밀봉하게 된다. 처분 후에는 지하수가 압축벤토나이트를

팽윤시키면서, 구리처분용기에 도달하여 구리를 부식시킨다. 따라서 부식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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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부식성의 티타늄 용기 내부에 압축벤토나이트로 둘러 쌓인 구리시편을 넣어

주는 구조로 지하 처분환경을 모사하였다(그림 2.132). 지하수는 KURT 지하 처분

공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급수하여 수질의 변화를 없게 하였다. 지하수가 티타늄 용

기 내부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 상하면에 다수의 구멍이 있으며, 벤토나이트

입자들은 팽윤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티타늄 필터로 막혀있다.

그림 2.132. 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한 KURT에서의 구리부식 도식.

티타늄 부식셀은 Lab Scale 장기부식시험에서 사용한 부식셀을 그대로 사용하였

으며, 부식셀은 5개를 한조로 하여, 유리관으로 된 부식모듈에 저장하였다. 부식모

듈은 수직형으로서 지하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도록 하여 기포가 내부에 잔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부식모듈인 유리관은 내경 50 mm, 높이 350 mm이며, 부식셀 사

이에는 셀 상하면이 겹치지 않고 지하수가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PE 재질의 환

형 간격링(직경 46 mm, 높이 5 mm, 두께 5 mm)을 끼워 넣었다(그림 2.133). 간격

링은 3/4만 둘러져 있고, 1/4은 없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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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 KURT에서의 구리부식 모듈.

지하수는 지하수압으로 인해 항상 흐르기 때문에 펌프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유

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량조절기를 각각의 부식모듈에 설치하였다. 부식모듈당 유속

은 10～20 ml/min으로 조절하였다. 현재 총 6개의 모듈이 있으며, 1년간 시험운영

을 한 후에, 향후 10년 이상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수의 온도는 약 15℃

정도로 부식 온도 70℃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직접 부식 모듈에 급수할 경우에는

모듈 내의 온도를 제어하기 힘들다. 따라서 미리 약 80℃로 예열한 후, 70℃로 조

절된 항온 챔버에 흘려 넣었다. 전체적인 부식시스템 도식을 그림 2.134에 나타내

었으며, 그림 2.135에 KURT 내에 설치된 장치를 나타내었다. 배관은 부식시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금속이 아닌 PVDF관으로 하였으며, 예열기의 내부도 테플

론으로 코팅 처리하여 지하수와 장치 자체 금속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2.134. KURT에서의 구리부식 시스템(1: 급수부, 2:예비가열기,

3:유량조절기, 4:부식모듈, 5:항온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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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 KURT내에 설치된 구리부식 시스템 (사각틀 안이 부식 장치).

(2) 시험 및 예비 평가

부식 챔버에는 총 6개의 부식모듈을 넣을 수 있으며, 모듈 당 5개의 부식 셀이

설치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6종(#1, #2, #3, #4, #5, #7)으로 총 30개의 부

식 셀을 설치하였다. 구리 합금 중에서는 지금까지의 부식 특성결과, #6 Naval 황

동보다 내부식성이 좋다고 판단된 #7 Al 청동을 넣었다. #1은 창성/SUS 코팅동,

#2는 고순도 Tafa 코팅동, #3은 창성/주철 코팅동, #4는 일반 압출동, #5는 단조동이

다. 시편은 표면을 0.3 ㎛ 알루미나 슬러리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사용하였다. 압

축벤토나이트 건조 밀도는 1.6 g/cm3으로 하였다. 초기 벤토나이트의 함습율은 약

12.6%였다.

현재 챔버에는 5개의 부식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 4개의 각 모듈에는 #2, #3, #4,

#5, #7 시편이 각각 1개씩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의 모듈에는 #1 시편들

이 있다. 1개 모듈은 45일간의 시험을 마친 후, 예비 평가를 위해 이미 해체된 상

태이다.

• KURT 내 구리 장기부식시험 (45 days)

부식셀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45일간 시험이 실시한 후, 부식셀을 해체하였

다. 표면은 그림 2.136에서 보듯이 초기 연마한 매끄러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표면만 어둡게 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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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피막 제거 전)

(부식 피막 제거 후)

그림 2.136. KURT 내 장기부식 시험 45일 시편들(좌로부터 #2-1, #3-1, #4-1, #5-1, #7-1).

시편들은 에탄올로 표면의 벤토나이트 입자를 제거하고, 2.5% HCl 용액에서 10초

간 표면피막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무게 감손을 통한 부식두께는 거의

모든 시편이 0.1 ㎛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앞선 실험실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치이다. 시편을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그림 2.137), 아직까

지 특별한 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45일간의 부식셀을 해체해 본 예비 평가에서 부식셀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을 확인

하였다. KURT에 설치된 부식셀은 매달 2～3회 지하수의 흐름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주철, 티타늄 등의 다른 후보 금속으로 확대하여 처분환경에서의 부식률 측정

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나타난 부식모듈 교체에서의 불편함을 개선

하여 새로운 부식모듈을 설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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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1

#4-1 #5-1

#7-1

그림 2.137. KURT 내 장기부식 시험 45일 시편의 확대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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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1) 부식모델 선정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우리나라 처분의 주요 개념은 심지층에 벤토나이트 완충재

와 구리 캐니스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구리 캐니스터는 공학적방벽(EBS)1) 의 한 일원으로 작용하는 것에

더하여 심지층 환경에서 처분용기가 겪게 되는 부식에 대한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스웨덴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용기 수명기간이 십만년임을 감안하여 스웨

덴에서는 구리의 두께를 보수적으로 5 ㎝로 설정하였으나 20여년에 걸친 구리용기

의 부식에 관한 연구결과, 최악의 부식 환경을 설정하고 백만년의 기간을 가정하더

라도 부식층의 두께가 최대 1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비용과

효율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구리용기의 두께를 줄일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5 ㎝ 이하로 원통형 단조 형태의 구리용기 제작이 어려워 스웨덴에서는

5 ㎝ 두께의 구리용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

템 개념에서는 단조 형태의 5 ㎝ 두께 구리용기 제작 대신 구리분말을 저온 고속

분사하여 1 ㎝를 상회하는 두께의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미 1/10 규모 구리용기

를 제작하고, 이로부터 시편을 제작하여 부식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구리

분말을 이용한 저온분사코팅 구리 시편에 대해서도 부식거동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

두되며, 기존의 단조 구리의 부식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름대로

의 심지층 처분환경에서의 구리 부식모델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구리 처분용기의 부식에 관하여 이미 개발된 모델링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가) General (Uniform) Corrosion Model

일반적으로 구리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크게 ,  , 그리고 

이다. 이들의 부식과정을 열역학적으로 접근하여 처분용기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입계면에서의 동력학적 반응들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일어

1) EBS - Engineered Barri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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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전체의 진행속도는 확산에 의한 mass transport에 의해 핵심적으로 지배된다

는 가정을 먼저 설정하여야 한다.

부식모델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열역학적인 접근과 동력학적 접근이 있다. 동

력학적 접근방법은 부식입계면을 기준으로 mass transport를 사용하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한적인데 반해, 열역학적인 접근방법은 무제한적인 반응들을 가정하여

전체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

에서는 동력학적 접근에 관한 모델 현황조사가 주목적인 관계로 동력학적 부분만

살펴보았다.

(1) Cu(II) mass-transport limited model

King[2-21]은 압축된 완충재 속에서의 부식실험을 기초로 하여 이 모델을 개발하

였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Cu(II)가 구리 표면으로부터 확산되어 멀어져가는 과

정이 전체 부식과정의 속도를 제한하며 이때의 속도를 아래와 같이 수식적으로 나

타내었다. 수식(2.12)에서 예측한 부식속도는 조건에 대하여 실제 압축된 버퍼 물

질 속에서 구리의 부식실험과 잘 일치함을 보였다. 이때의 조건은 온도는 50~15

0℃이며, 버퍼의 건조 밀도는 1.45~1.79 Mg/㎥, 부식 노출기간은 1달~2년까지이다.

수식(2.12)은 캐나다 처분에 있어서 구리 처분용기의 용기 수명을 예측하는 기본

모델로 이용되었다. 이 식은 부식의 메커니즘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함

축적인 가정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표현하면, 부식속도가 처분용

기 표면에 공급되는 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처분 후에 밀봉이 되는 실제 처분 상태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가정임을 나

타내며, 따라서 극단적으로 짧은 처분용기 수명을 평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캐나다 처분환경에서 25 ㎜ 두께의 구리 캐니스터의 수명은 3만년정도로 평가

되었다. 보다 더 실질적인 처분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비록 가 무한정 공

급된다 하더라도 백만 년 정도의 수명을 예측하게 되었다.

 ·
··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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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의 atomic density

 : Cu의 density

 : dry density of buffer material

 : total concentration of Cu

(in the buffer immediately adjacent to the canister surface)

 : time

 : effective porosity for mass transport

 : tortuosity factor of the buffer

 : bulk-solution diffusion coefficient of Cu(II)

 : buffer capacity factor for Cu(II)

(related to the extent of adsorption on the clay

Cu(II) transport 모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산하기 편리하여 처분에 대한 전체 평가모델에 대입하여 사용하기가 편

리하다

② 입력인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③ 부식속도에 대한 실제 실험데이터의 응용이 가능하다

④ 모델 자체에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Cu(II) transport 모델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의 무한정 공급에 대한 보수성이 지나치다

② 부식속도에 대한 데이터가 시간과 부식의 총 깊이 (total corrosion depth)

관계의 함수 만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용기수명에 대한 지나친 보수성 때문에 처분 직후 초기 상태에

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Steady-state kinetic model

King[2-22 ∼ 2-24]은 실험실 규모에서 수행한 단기간의 전기화학적 실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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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 위하여 위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다양한 mass transport와 폭

넓은 환경적인 조건에 대하여  (부식전위, corrosion potential) 값과  (전

류밀도, current density) 값을 예측할 수 있는 mixed-potential model이며, 이때 쓰

이는 데이터들을 조합하기 위하여 steady-state mass-transport의 표현방식을 사용

하게 되었다. 이 모델을 통해 예측된 값과 실측된 값은 의 일부 농도 범위와 일

부 steady-state mass-transport coefficient 값 범위에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보

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처분용기의 수명예측에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 실험실

에서의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값과  값을 잘

예측하는 장점이 있다.

(3) Transient kinetic Copper Corrosion Model (CCM)

King과 Kolář [2-25 ∼2-26]는 그동안의 다른 모델에 비해 매우 발전된 형태인

CCM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유용성 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모델은

그림 2.138과 같이 를 포함하고 있는 염수(saline groundwater) 분위기의 완충재

환경에서의 실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2.138. Transient kinetic CCM Envrionment.

이 모델의 주된 근간을 이루는 연구배경은 아래와 같다.

① corrosion studies in compacted bentonite [2-27 ∼ 2-29]

② electrochemical studies of the anodic dissolution of Cu in Cl and

ClSO
 solutions [2-30 ∼ 2-32] and reduction of O on Cu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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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③ homogeneous oxidation of the reduction of Cu(I) by O in Cl solutions
[2-35]

④ consumption of O by reaction with Fe(II) [2-36]

⑤ adsorption of Cu(II) on bentonite and the diffusion of dissolved Cu

through compacted buffer [2-37 ∼ 2-38]

위와 같이 많은 문헌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

을 개발하였다. 수학적인 모델의 형태는 처분환경에 있는 다양한 mass-transport

barrier를 1-D 형태로 표현하고 화학적형태의 요소들에 대해 각각의 mass-balance

수식의 시리즈로 나타내었다. 이때의 화학적 형태 요소들은 총 10가지이며 이를

표 2.32에 나타내었다.

dissolved O gaseous O

Cl CuCl
dissolved CuII CuII adsorbed on clay surfaces
CuO CuCl
CuOH dissolved FeII and precipitated FeII

표 2.32. Corrosion을 유발하는 화학적 형태 요소들

mass-balance 수식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 (2.13)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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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pore-water concentration

a : accessible porosity

Ri : sums of the rates of formation

Ri′ : sums of loss of species

수식(2.13)에서 sum 부분은 위의 그림에서 도식된 여러 현상들 모두 포함하는 개

념이다. 수식(2.14)은 완충재 매질 전체에서 균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확산 거

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mass-balance 수식에 확산(diffusion) 항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는 hydrolysis와 redox 반응, 침전과 용해, 흡착

과 탈착이다. 각 반응은 1차 동적 반응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향후 온도에 관해서

는 1-D heat-conduction을 적용하면 다양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

CCM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output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ECORR 의 시간 의존도와 캐니스터의 부식속도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가

지 화학적 요소들의 시간적 공간적 농도를 예측할 수 있고, 각 반응들의 진행속도

및 진행범위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 특히 각 반응들의 진행속도 및 진행범위 예

측을 통해서 처분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염도와 O의 소모량에 대한 시간적 의존

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상기 모델을 이용하여 캐나다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25

mm 구리 처분용기 수명을 예측한 결과 1백만년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구리의 일반적인 부식을 예측하는 것 이외에도 CCM 모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① the evolution of vault redox conditions [2-39]

② the extent of SCC controlled by the flux of oxidant to the canister

surface [2-40 ∼ 2-41]

③ corrosion prior to saturation of the disposal vault

④ the effect of geosphere conditions on the corrosion of Cu canisters

[2-42]

⑤ the results of Cu corrosion experiments under simulated disposal

conditions and of observations from a bronze cannon natural analogue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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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the probability of pitting of Cu canisters

CCM모델은 앞의 Cu(II) mass-transport limited model 이나 Steady-state kinetic

model 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CCM 모델은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 이 모델을 통한

예측결과에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

② 다른 두 모델과 달리 각 입계면에서의 반응(interfacial), 균질한 동력학적

물질전달에 관련된 모든 process들을 포함하고 있다

③ 각 경계조건에 대해서 전기화학적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부식전위,

corrosion potential) 값과  (전류밀도, current density)값을 직접 계산

할 수 있으며, 특히  값은 국부부식과 SCC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near-field의 각 입계면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반응(reaction)들과 작용

(process)들을 같이 고려하게 되면 캐니스터의 부식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적용가능성이 더욱 넓어진

다.

반면 CCM 모델의 유일한 단점은 계산이 복잡해서 확률적 계산이나 많은 양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필요 인자들은

위에 열거한 다양한 실험 연구와 문헌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단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General Transport Model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연구 [2-44]는 SKB에서 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중이며, Allan Hedin은 처분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모델링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링은 주로 Transport 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크게 사용

후핵연료와 처분용기 지역과 완충재와 암반 지역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모듈형식의 하부 모델들을 제안하였다.

<Fuel Canister Evolution>

- Source Term Model,

- Cu Canister Corro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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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ister Interior Evolution Model

<Buffer and Rock Evolution>

- Fuel, Canister, Buffer and Rock Thermal Model

- Buffer and Backfill Rheology Model

- Buffer Chemistry Model

위의 모델 중 본 보고서에서는 ‘Cu Canister Corrosion Model'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았다. 구리는 화강암의 지하암반수 분위기에서 부식에 매우 안정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매우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지하암반수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

질(corrodant)의 농도가 현저히 낮고 완충재 내에서의 물질 이동은 확산이 주가 되

므로 부식에 대한 거동을 간단한 물질 수지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식의 속도는 처분용기 벽에 도달되는 부식인자(corrodant)의 이동률(transport

rate)에 의해 좌우되지만, 반면에 벽면에 일단 도달된 부식인자에 의한 부식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러한 부식인자가 처분용기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그림 2.139)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완충재 밖에 있는 지하암반수내의 부식인자가 완충재를 둘러싸고 있는

Bed Rock 주위의 여러 균열을 통해 버퍼에 도달하고, 다시 완충재 내에서

확산하여 캐니스터에 도달하는 경우

② 최초에 완충재 내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식인자가 확산하여 캐니스

터에 도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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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9. 지하암반수로부터 부식인자가 침투하는 경우.

나) Microbial Corrosion Model [2-45]

(1) 미생물에 의한 구리부식의 특징

물에 잠겨있는 토양 및 탈기된 냉각수 등의 경우에는 산소 없이도 성장 가능한

혐기성 박테리아(anaerobic bacteria)로 인해 비교적 높은 부식속도를 나타내고 있

다. 혐기성 박테리아는 황산염을 환원시켜 물과 부식성 황화수소를 생성한다. 이

러한 황산염환원 박테리아(SRB : Sulphate reducing bacteria)는 부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소유기체 중에서 가장 유해하다. 혐기성 환원 박테리아가 성장하

기 위해서는 혐기성 환경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은 호기성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혐기성 환경으로 되면 곧 활

동에 들어가게 된다.

구리가 황화물에 의해 부식이 되면 Chalcocite(휘동광 : )나 Covellite(코벨라

이트 : )를 형성하고 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Cuprite(적동광 : )이나

Tenorite(흑동광 : )를 형성하며 염수(saline water)에 의해 부식되면 염화구리

(copper chloride) 복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틈에

있는 습윤 공기 중에 있던 질소가 방사분해 되어 생성된 질산에 의해 부식이 진행

되기도 한다.



- 265 -

심지층 처분 환경에서 구리부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황화물

(sulphide)에 의한 부식이다. 부식과정에서 생성된 휘동광()이나 코벨라이트

()는 점착성이 약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식의 진행을 더 이상 제지하지 못

한다. 비록 처분깊이에서의 지하수에 황화물의 농도가 낮더라도 organic carbon이

나 수소 같은 환원제와 산화반응을 통해 황산염(sulphate)를 황화물로 환원시키는

SRB(Sulphate Reducing Bacteria)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수분활성도(water activity)가 너무 낮아 미생물 군락을 이

루지 못하는 포화된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처분 지역에 존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수분활성도가 최소 0.98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벤토나이트 버퍼는 초기에 0.75 값을 가지고, 혹시 더 늘어난다 해도 0.96까지 밖에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벤토나이트 내의 미생물은 존재하기 어렵다.

모든 미생물들은 자신들의 생체량을 생성하기 위해 영양분으로서 탄소나 질소들

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미생물들은 열

역학적으로 생화학적 반응들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kinetically 느리게 진행되던 산화

/환원 반응들을 빠르게 진행하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2) 미생물에 의한 구리부식 모델링

미생물에 의한 부식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그림 2.140과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보도

록 하자.

그림 2.140. 미생물에 의한 구리부식 모델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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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ed Rock 내에 생성된 균열이 처분공을 그림 2.140과 같이 수평으로 부딪

혀 진행된다고 생각하자. 일반적으로 벤토나이트 완충재는 위와 같은 균열과 만난

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흠집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하 암반수는 균열을 따라 직선

으로 흘러오다가 완충재를 만나면 원통형의 버퍼 외곽을 따라 우회한다. 따라서

황화물(sulphide)과 같은 부식인자는 오로지 완충재 내의 확산을 통해서만 처분용기

외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황산염환원 박테리아(SRB : Sulphate

reducing bacteria)들은 완충재 내에서 생존할 수가 없으므로, Bed Rock 균열과 완

충재가 만나는 지점(위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에만 군집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부

분에서 황산염은 박테리아들에 의해 부식성이 강한 황화물로 바뀌게 되며 이의 농

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황화물들 중에 일부는 완충재를 확산하여

구리 부식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는 지하 암반수를 따라 처분공 반대편으로 그냥

흘러가게 된다.

미생물에 의한 촉매 활동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대신, 황화물을 제공해 주는

황산염의 농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며, 구리 처분용기에 도달

한 모든 황화물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부식되며 아울러 모든 양이 부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버퍼 주위에 있는 Bed Rock에 균열(fracture)이 생겼음을 가정하

였을 때, 이 균열의 크기(높이)는 전체적인 처분공의 높이에 비해 매우 작은 반면

수평 길이는 처분공의 지름보다 훨씬 길다.

황산염(sulphate)이 미생물과 반응하여 황화물(sulphide)을 얼마만큼 생성할 것인 수

있는 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15)

 : 황화물의 개체수

 : equivalent water flow rate in the fracture [㎥/s]

 : sulphate concentration [mol/㎥]

다)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는 금속 표면에 어떤 결함이나 균열이 최초에 발생하였을 경우 그 균열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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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력이 가해지고 그 응력으로 인해 균열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는 것을 말한

다. 그림 2.141에서 보듯이 SCC가 없을 경우에는 재료가 연성이 좋아서 파단될 때

까지(그림의 X 모양 위치) 상당한 응력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반면에 SCC가 존재할

경우에는 재료의 성질이 매우 취약해 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141. SCC의 영향.

일반적으로 SCC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림 2.142와 같이 재료자체가 SCC가 일

어날 수 있는 성질이며, 장력이 존재하여야 하며, SCC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환경

등의 세 가지 선결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림 2.142. SCC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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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사용되어질 캐니스터 재료는 SCC가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간혹 순수 구리물질 중에 인(phosphorus)을 포함한 경우에는 SCC에 취약한

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용기 제작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장

력이나 혹은 외부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장력들이 처분을 진행하는 여러 단계 중에

캐니스터 표면에 걸리게 되어 SCC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SCC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암모니아(ammonia)나 초산염(acetate) 등이 처분장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SCC가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구리 캐니스

터 부식에 관한 여러 사항 중에서 SCC에 의한 부식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

고 어려운 작업이다. SCC의 생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연구되었으며 아래

와 같은 형태의 모델로 정립이 되었다.

(1) Film-rupture/anodic-dissolution model

Film-Rupture/Anodic-Dissolution 모델에는 slip dissolution model과 같이 여러

가지 모델 형태가 있지만, 균열의 끝 언저리에서 보호필름이 손상된 이후에 벌어지

는 용해(dissolution)에 의해 균열이 더욱 심화된다는 전개 방식은 모든 모델에서 다

루는 방식이다. 균열의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anodic dissolution은 크랙 벽이나 혹

은 크랙 밖에 있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cathodic 반응들에 의해서 계속 유지된다.

만일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처분 지역 내의 모든 산화체(oxidant)들이 전부 소모되고

나면 균열의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이 구리 캐니스터의 SCC 현상중의 특징이다.

따라서 SCC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은 처분 초기의 처분터널 환경에서

산화되는 시기이며 점차 산화체들이 줄어듦에 따라 그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

FRAD mechanism은 ammonia와 아질산(nitrite) 용매에서의 구리 SCC를 설명하

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인장력이 매우 빠르게 작용하는 상태에서 균열 끝부분

(crack tip)은 항상 무산소 분위기가 유지되며 크랙의 성장은 아래와 같이 균열 끝

부분의 anodic 전류밀도(iCT)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속도에 따라 점차 발전하게 된

다.

v  iCTzF
M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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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velocity determined by iCT
iCT : crack-tip anodic current density

M : atomic mass of Cu

z : valency of dissolved metal

F : Faraday constant

 : density of Cu

만일 균열 끝부분의 인장력의 속도가 느리다면, 크랙 끝부분은 주기적으로 다시

부동태화가 되고 균열은 아래와 같은 속도와 함께 불연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v  C
QF CTzF

M
(2.17)

QF : charge density corrosponding to crack advance

C : critical strain for film rupture

CT : crack-tip strain rate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들을 통해 크랙 끝부분의 전

류밀도는 점점 사라지거나 재부동태화되는 기간들 사이 중에 크랙 끝부분에 존재하

던 charge density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처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전체

산소의 양은 제한적이더라도 크랙 끝부분의 반응면적이 잠재적으로 넓은 cathodic

반응면적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류밀도(current density)는 높은 값

을 가질 수 있다.

(2) Tarnish-rupture mechanism

Tarnish-Rupture mechanism(TR mechanism)은 변색 암모니아(tarnishing

ammonia)라고 불리는 용매 내에서 구리와 황동의 SCC을 관찰하면서 오랫동안 관

련되었다. FRAD mechanism은 산화층이 파열된 이후 분해(dissolution) 과정을 거

쳐 균열이 성장하는 반면, TR mechanism은 산화층의 파열에 의해 균열이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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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균열의 진행은 불연속적이며, 균열의 성장속도

역시 산화층의 성장속도에 따라 제한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TR mechanism은

세 가지 SCC agent(ammonia, acetate, nitrite)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균열의 성장

속도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v  CC
CT 

n
(2.18)

v : crack velocity

C : constant

n : constant describing the kinetics of tarnish growth

n=2 for parabolic kinetics

n=3 for a cubic growth law

C : critical strain for film rupture

CT : crack-tip strain rate

크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리가 산화하여 산화층을 형성하여

야 하며, 지속적인 산화체(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처분 환경이 점

차 변화하는 동안 산화층의 성장이 더디어 지게 되고 그에 따라 균열의 성작 속도

역시 둔화될 것이라는 추론을 내릴 수 있다.

(3) Film-induced cleavage model

FIC(Film-Induced Cleavage) 모델에서는 표면 필름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그 영

향으로 필름 밑에 있는 연성의 금속 표면까지 길게 찢어지는 균열(cleavage crack)

을 유발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이때의 금속표면의 cleavage 크랙은 최초 산화필름

층에서 발생한 균열에 비하여 보통 10배가량 길게 발생하기 때문에 필름 표면에서

의 최초에 조그마한 균열이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FIC

mechanism은 ammonia와 acetate 환경의 SCC에만 적용되며, 보통 ammonia 환경

에서는 최초 필름층이 nanoporous 구리층이, acetate 환경에서는 얇은 CuO 층이



- 271 -

고려된다. 크랙의 성장 속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v  j LC
CT  (2.19)

j : length of the cleavage crack

L : thickness of the initiating film

C : critical strain for film rupture

CT : crack-tip strain rate

FIC mechanism에서도 다른 mechanism들과 마찬가지로 산화체가 꾸준히 공급되

어야 하며, 처분환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가 부족함에 따라 성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초기에 조그마한 균열이 차후에 매우 크고 깊은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균열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90% 이상은 cathodic 반응들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

문에 다른 mechanism과는 달리 균열의 성장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FRAD mechanism과 TR mechanism과 마찬가지로 crack-tip strain rate( CT)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수식에서 표면된 것처럼 균열의 성장은 멈출 수 있다.(v=0)

(4) Surface-mobility model

Galvele [2-46]는 균열 끝(crack tip)에서 원자들이 표면 확산에 의해 점점 사라짐

으로 해서 균열이 더욱 발전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때의 균열이 발전되는 속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v  L′
DS 


exp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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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surface self-diffusion coefficient

L′ : diffusion distance of the atoms

s : elastic surface stress at the crack tip

b : atom size

k : Boltzmann's constant

T : absolute temperature

SM(Surface-Mobility) 모델에 따르면 크랙의 성장속도는 DS값이 항상 유한한 값

을 갖기 때문에 절대로 0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구리 캐니스터의

부식에 관해서는 조그마한 크랙으로도 매우 심각한 크기의 크랙으로 발전할 수 있

다고 예상하는 단점이 있다. 캐니스터 표면에 생성되는 표면산화층은 순수 금속보

다 훨씬 확산도가 넓은 흡착원자(adaptor)들을 생성시킴으로써 크랙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산화속도와 크랙의 발전 속도에 관한 뚜렷한 연계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5) SCC Predicting Model [2-47]

심지층 처분에 있어서 구리 캐니스터가 겪을 수 있는 SCC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

하지만 발생 조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SCC 발생에 관한 주요 조건

을 아래 그림 2.143의 decision tree에 요약하였다.

그림 2.1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C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일련의 조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므로 발생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이론

적 판단의 근거를 King [2-48]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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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3. SCC Decision Tree.

<산화층의 생성에 대한 예상>

SCC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화된  표면 산화층의 생성이 필수

적이다. CCM-SCC.0 코드는 CCM(Copper Corrosion Model)중의 uniform corrosion

버전이며 (CCM-UC.1.1 [2-49]) interfacial pH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144은

CCM-SCC.0 코드의 기본 옵션의 경우의 결과이며 pH와 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 옵션의 경우에는 pore-water의 pH는 8 값이다.

그림 2.144. CCM-SCC.0 코드의 기본 옵션의 경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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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는 값이 산화피막 생성에 대한 threshold potential보다 더 + 값을 가질

때만 가능하므로, 그림에서 보면 처분 직후 2.8년 동안만 SCC가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단, tensile stress와 SCC agent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초기 pore-water의 pH 효과와 필름 생성의 saturation rate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서 Sensitivity Analyses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두 가지 모두 필름 생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CC agent에 대한 예상>

SCC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안정화된 산화층()과 SCC agent인

ammonia(), nitrite(
), acetate() 등이 용기 표면에 공존해야 한다

[2-50 ∼ 2-5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SCC agent들의 시간적 공간적 농도 분포

를 예상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모델인 microbial model(CCM-MIC.0)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을 이용한 연구결과 용기 표면에는 극소량의 SCC agent들만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림 2.145에 종류별로 보다 자세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2.145. SCC agent의 종류와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만 년 동안 SCC agent의 농도는 매우 낮아서 구리용

기의 SCC를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275 -

<염화물 이온 농도 및 온도 예상>

계면에서의 염화물 이온()은 uniform corrosion을 발생시키므로 SCC의 입장에

서는 염화물 이온의 농도가 많으면 산화층의 크랙들이 잘 생성되지 않아 결과적으

로 SCC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즉, 염화물 이온의 농도가 작아야 SCC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실험에 의해 SCC가 발생할 수 있는 염화물 이온의 임계 농도는

대략 0.1 mol/d㎥이다 ([2-53 ∼ 2-56]).

산화층이 생성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위의 예에서는 2.8년, 보통 5년을 염두함) 염

화물 이온의 농도는 대략 0.1 보다 작은 수치여서 SCC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염

화물 이온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SCC agent의 농도(최대 ～6 mol/d㎥)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용기 표면에는 SCC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uniform corrosion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처분의 경우 염화물 이온의 농도가 처분후 6년간

최대 0.7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SCC 발생 확률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구리에 균열이 생길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리표면의 온도는 대개 50℃에서부터 처분 후 20년간 최대 95℃ 이내

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SCC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초기 5년간 구리표면의

온도가 이와 같이 높기 때문에 설사 다른 SCC 발생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궁극적

인 SCC 발생은 어렵다.

라) Pitting Corrosion Model [2-57]

그림 2.146. Pitting Corrosion이 일어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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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식현상은 실험에 의한 부식속도로 나타내는 것과 달리 구리 캐니스터

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열역학적인 접근이 기본적으로 더욱 필요하다.

공부식(그림 2.146)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실제 처분환경에서는 구리 캐니스터

주위를 토양(벤토나이트)이 둘러싸고 있지만, 보수적인 계산과 기존의 연구 환경과

의 연계성의 편의를 위해 캐니스터 주변을 지하수가 감싸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

한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식 위치 주위에 대류 현상은 없다고 가

정하며, mass transport 방정식을 도입하여 전개하도록 한다.

공부식(pitting corrosion)의 생성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구리표면을 가정하고 이곳의 부식속도는 다른 평면의 표면보다 훨씬 빠르다

고 생각한다. 공부식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크게 pit 주위의 물의 조성과 온도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공부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리 금속의 anodic dissolution이

먼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pit는 이러한 anodic dissolution의 반응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날 수 없고, 아울러 pit으로부터 나오는 anodic current의 반응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날 수 없다. 게다가 산화된 구리의 많은 부분이 확산이나 이동을 통

해 pit으로부터 옮겨지게 되어 pit volume은 이러한 부식물질들로 채워진다. 따라

서 pit growth의 전체 과정의 속도는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가장 느린

과정에 의해 지배되게 된다.

많은 문헌들과 실험을 통해 구리 금속의 anodic dissolution 과정 중의 전자의 이

동은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에 부식된 물질들과 반응물질들의 mass

transport의 속도가 전체 과정 중에 가장 느리고 이 과정이 구리 공부식 속도의 주

요 결정 과정이 됨을 알 수 있다.

Taxén [2-58]은 mass transport와 화학적 평형법칙(chemical equilibrium

principles)에 바탕을 둔 pit 성장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pit의 꾸준한 성장은

부식 반응물들이 양극반응이 일어나는 pit의 바닥부분에 얼마나 잘 전달되는 가와

부식에 의해 분해된 구리가 얼마나 pit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가에 관련이 있다.

그림 2.147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식물들이 pit 안에 모여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

고, 만일 더 이상의 충분한 구리가 pit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pit 안에 있는 부식

물들은 곧 조밀하고 밀도가 높아지게 되어 더 이상의 pit가 자라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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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7. Pitting Corrosion 개념도.

pit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밖으로 나오는 양에 대한 mass transport 식은 확산

과 이동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1-D로 구현한 mass-balance 방정식은 아래

와 같다.

 


·


(2.21)

 : flux of species i

 : concentration of species i

 : diffusion coefficient of species i

 : chemical potential

여기서 chemical potentail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나타낼 수 있다.

 
  ln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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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ctivity

z : charge

F : Faradays constant

 : electrical potential

pit의 형상은 그림 2.148과 같이 반구 쉘 시리즈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쉘의 표면적은 고정 값을 가지며, 두께의 비율 역시 고정값을 갖는다고 가정하

였다.

그림 2.148. Pit의 반구형상 Simulation.

부식물의 전체 양 중에서 부식물이 고체형태의 침전물이 되는 양과 침전물이 되

지 않고 pit 밖으로 빠져나오는 양에 대한 비율은 pit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가 pit 내에서 침전일 될 경우에는 40%이상의 부식

된 구리(Cu)가 pit 밖으로 빠져나와야만 pit가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며, CuCl의 경우

에는 70%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가야 한다. 만일 부식물의 40%이상이 pit 밖으로 나

갈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에 대한 반응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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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이 식을 통하여 를 생성하는 potential과 pH와의 관계는 서로 상반관계이며,

pH가 낮아지면 potential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균열 암반내 완충재를 통한 물질이동 부식 모델

황용수[2-59]는 지하처분용기의 구리부식에 대한 균일부식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에서는 구리부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황의 농도를 중심으로 부식의 정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부식인자의 이동이 전체 부식과정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식인자의 이동을 암반내에 존재하는 균열(fracture)에서의 이동과 구리용

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재(벤토나이트)에서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물

질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전기회로에서의 저항 개념(R)으로 전환시킨 후

에 이의 역수(1/R)를 취하여 물질이동 상수로 사용하였다. 즉, 부식인자인 물질의

물질이동률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부식인자의 농도와 비례하며 이때 비례상수는

1/R이 된다.

부식인자의 이동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매질 내에서의 확산과 물질의 대류

흐름(advection)으로 나누어 고려하였으며, 이 두 메커니즘을 선택적으로 택할 수

있는 기준은 Peclet Number(Pe) 값이며, 이 값이 4보다 크면 암반 내에서 부식인자

의 이동은 균열에서 공급되는 양이 지배적이며, 4보다 작으면 암반 자체 내에서 확

산에 의한 부식인자 공급이 지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동을 통하여 구리 표면에 도달한 부식인자는 접촉과 동시에 부식이 진

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부분적인 부식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균일부식만을

가정하였고, 용기의 상하단, 측면에 상관없이 구리 전체에서 동시에 균일하게 일어

나는 것을 가정하였다. 부식이 진행되어 부식된 깊이가 구리의 초기 두께에 도달하

면 용기의 수명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149에 부식 환경 개념도를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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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9. 부식 환경 개념도.

그림 2.150는 Pe 값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 부식모델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150. Pe 값에 따른 부식모델링 전개도.

Pe값이 4보다 큰 경우에는 Boundary layer theory 혹은 Exact analytical

approach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2.15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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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 Pe 값이 4보다 큰 경우의 부식모델.

반면, Pe 값이 4보다 작은 경우의 모델에 대해서는 그림 2.152에 나타내었다.

그림 2.152. Pe 값이 4보다 작은 경우의 부식모델.

Pe가 4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된 prolate spheroid는 그림 2.15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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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 Prolate spheroid.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델은 아래와 같은 가정 조건하에서 적용될 수 있다.

- 암반 내의 균열 간 거리가 일정하다

- 암반 내의 균열은 처분용기에 수직 방향으로 존재한다

물질이동의 속도는 균열의 크기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균열 크기 의존

도는 그림 2.154과 같은 관계를 보인다.

그림 2.154. 암반 내 균열의 크기와 물질 이동 속도의 관계.

위의 모델들을 통하여 구한 h값(1/R)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구리용기 수명을 아래

그림 2.155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 283 -

그림 2.155. 구리용기 부식수명 계산과정.

바) 균질 완충재를 통한 물질 이동 모델

일본 H-12 보고서에서는 구리 처분용기 부식 수명을 구하기 위하여 보다 보수적

인 개념의 모델을 이용하였다. 앞의 균열 암반 내 완충재를 고려한 부식모델은 구

리 부식에 직접 관여하는 황과 같은 부식재(corrodants)들의 공급원이 너무 적어 구

리 처분용기 수명 예측에 보수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

여 보다 보수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재 전체 면을 통

해 부식재의 물질 이동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식을 도입하였다:













(2.24)

 (2.25)

 (2.26)

여기서 r0는 완충재의 내경 [m],

r1은 완충재의 외경 [m],

D는 완충재 속에서 부식재의 유효확산계수 [m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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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는 지하수 중의 부식재의 농도 [g/m3]이다.

정상 상태에서 구리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부식재의 flu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n


(2.27)

여기서 Jtotal은 구리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부식재의 총 flux [g/yr],

H는 구리 처분용기의 길이 [m]이다.

황(sulfide) 이온에 의한 구리 부식을 고려하면, 처분용기 표면에서 구리와 황 이

온이 동일한 이온 수로 반응을 한다면, 연간 부식률, CR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ln





(2.28)

여기서 CR는 연간 구리의 부식률 [g/yr]이다.

이 값을 이용하면 구리 처분용기의 부식 깊이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해진다:

≅×× ln
××




(2.29)

여기서 CD는 부식 깊이 [m],

tu는 부식시간 [yr],

ρ는 구리의 밀도 [g/m
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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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충재 성능 향상

가. 요오드 흡착능 향상 방안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때, 방사성 폐기물 내의 오염 물질을 외부 환경과 차단

하기 위하여 점토 또는 점토를 기본으로 한 물질이 사용된다. 여러 점토 물질 중

벤토나이트는 투수성이 매우 낮고, 여러 방사성 핵종에 대한 흡착력이 비교적 우수

하기 때문에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0]. 많은 연구에 의하여, 벤토나이트 층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이동 기구는 확산

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으며, 또한 벤토나이트의 밀도를 크게 한 압축 벤토나이트는

일반 벤토나이트보다도 투수성이 더욱 낮고 흡착용량은 높아 최근 들어서는 일반

벤토나이트보다는 압축벤토나이트의 이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2-61～2-64].

고준위폐기물에 존재하는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59 × 107 년이며 방사선 위해

도가 큰 방사성핵종이기 때문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시 주요 관리대상 물질의 하나이

다. 요오드는 대부분의 처분 환경 하에서 요오드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는데, 요오드 이온은 벤토나이트에 잘 흡착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 이동 특

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Oscarson 등[2-65]은, 벤토나이트 층에서의 요오드 이온의

이동 기구는 확산에 의한 것이며, 요오드 이온이 벤토나이트 층을 통과하는 시간은

매우 빠르지만 이 후 정상 상태에서의 확산 이동은 적당한 층 두께를 유지함으로써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재완 등[2-66]은, 우리나라 벤토

나이트에 대한 요오드 이온의 확산 특성을 관찰한 결과, 겉보기 확산계수는 벤토나

이트의 공극구조에 의존하며, 유효 확산계수는 공극 구조는 물론 핵종의 확산 이동

에 이용된 유효 공극률에 의해 좌우된다고 밝혔다.

최근 벤토나이트에 Ag2O를 첨가하면 요오드 이온의 흡착 특성이 증가한다는 사

실이 보고되었다. 김승수 등[2-67]은, Ag2O를 첨가한 벤토나이트가 수용액 중에서

요오드 이온을 잘 제거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벤토나이트 층에서 요오드 이온의 통과는 매우 빠르기 때

문에 Ag2O를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가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지연에 효과가

있다면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Ag2O를 첨가하여 압축한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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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효과와 확산 이동 특성을 관통 확산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1) 국내외 문헌 검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scarson 등[2-66]은 “압축 벤토나이트에서의 요오드

이온의 확산 (Diffusion of Iodide in Compacted Bentonite)”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

표하였으며 그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처분장에 사용되는 압축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요오드 이온의 확산계수를 과도 상

태와 정상 상태에서 구하였다.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밀도는 0.9에서 1.6 Mgm-3이었

으며, 이온 강도 0.22에서 실험하였다. 확산계수는 실험법에 따라 두 종류 즉, 겉보

기 확산계수 Da와 유효 확산계수 De가 얻어진다. 겉보기 확산계수 Da는 Doτ로 정

의되며, 유효 확산 계수는 De는 Doτne로 정의된다. 여기서 Do는 순수 용액에서의

확산계수이고, τ는 tortuosity(굴곡 인자), ne는 포화 벤토나이트 층에서 확산에 이용

되는 기공의 분율이다. 실험 결과, 벤토나이트는 밀도 0.9 Mgm-3에서 Da가 6×10-10

m2s-1이었으나 밀도를 1.6 Mgm-3로 증가시키면 Da가 1×10-10 m2s-1 로 감소하였다.

밀도 증가에 따른 Da의 감소는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τ가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De

에 대한 밀도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De는 밀도 0.9 m2s-1에서 6×10-11 m2s-1

이었으나 밀도 1.6 m2s-1에서는 3×10-12 m2s-1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굴곡

인자 외에 밀도 증가에 따른 유효 기공의 감소 역시 De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

한다. 요오드 이온의 경우, 유효 기공 분율은 총 기공 분율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작

게 나타나며, 그 이유는 음이온 배제와 같은 인자에 기인한다. 실험한 밀도 범위 내

에서, 요오드-129의 벤토나이트층에서의 이동 시간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요오드-129의 긴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이 정도 이동 시간

의 증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반면, 이동율 관점에서, 밀도 1.4 Mgm-3는 한계 밀

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밀도 이상에서는 요오드 이온의 이동율(flux)은 현저하

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한계 밀도는 음이온 배제 부피의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점토의 비표면적의 함수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벤토나이트를 압축함으로써

임계 이상의 밀도가 되면, I-129를 포함하는 핵폐기물의 장기 처분과 관련된 잠재적

인 위험 요소를 감소할 수 있다. 벤토나이트의 압축에 의한 겉보기 확산계수와 유

효 확산계수의 변화를 다음 표 2.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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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에 대한 확산계수 (Oscarson 등[2-66])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완 등[2-67]이 “국산 벤토나이트에서의 요오드 이온의 확산

특성 (Diffusion Characteristics of Iodide in a Domestic Bentonite of Korea)” 연

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벤토나이트에 대한 요오드 이온의 확산 특성을 규명한 바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요오드 이온을 대상으로 관통 확산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대상

매질은 동해안 지역의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였다. 실험 용액은 합성 모의 지하수에

요오드-125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벤토나이트의 충전 밀도는 1.2, 1.4,

1.7 Mg/m3에서 충전 밀도가 증가함에 요오드 이온의 겉보기 확산 계수와 유효 확

산 계수는 감소하였고, 이들 확산 계수의 값은 3.80 ～ 7.12 × 10-11 m2s-1와 1.25 ～

7.97 × 10
-12
m
2
s
-1
의 범위였다. 벤토나이트의 압축은 겉보기확산계수보다 유효확산

계수에서 더 큰 영향이 나타났다. 표 2.34는 압축한 국산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

에 대한 확산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겉보기 확산계수는 압축 벤토나이트의 공극구

조에 의존하였으며, 유효 확산계수는 공극의 구조는 물론 핵종의 확산 이동에 이용

된 유효 공극률에 의해 좌우되었다. 유효 공극은 음이온반발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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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압축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에 대한 확산특성 (이재완 등[2-67])

김승수 등은 “첨가재에 의한 완충재의 성능 향상 (The effect of container

material and buffer additives on decreasing the iodide concentration in a disposal

vault for spent nuclear fuel)" 연구를[2-68] 통하여 Ag2O를 첨가한 벤토나이트가

수용액 중에서 요오드 이온을 잘 제거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는데, Ag2O는 요오드

이온과 반응하여 매우 낮은 용해도를 갖는 AgI(Ksp = 8.3 × 10
-17)를 형성하기 때문

에 벤토나이트에 첨가제로 사용한다면, 염소 이온 및 처분용기 부식 산화물의 방해

없이 처분 환경에서 벤토나이트에 흡착하였다가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유출되는 요

오드 이온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 표 2.35는 여러

벤토나이트 첨가재를 사용하여 요오드 제거 효과를 관찰한 결과이며, Ag2O를 첨

가한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제거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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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각종 첨가제에 의한 요오드 이온 농도의 변화 (김승수 등[2-67])

2) 관통 확산법에 의한 확산계수 측정 방법

가) 측정 이론

Oscarson 등[2-66]이 사용한 관통 확산법과 내부 확산법에 의한 확산계수의 측정

방법을 Hume[2-68]은 더욱 자세한 보고서(“Procedures and Apparatus for

Measuring Diffusion and Distribution Coeficients in Compacted Clays,"

AECL-10981, COG-93-447)로 작성하였다. 그 중 관통 확산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관통 확산법은 벤토나이트와 같은 점토층에서 정상 상태 하에서의 확산 이동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점토층 한 면은 일정 농도의 대상 이온을 함유하는 용액을 접

촉시키고, 다른 한 면은 대상 이온을 함유하지 않거나 낮은 농도의 용액을 접촉시

키면 대상 이온은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 점토층 내부로 이동하는 초기 과도기를 거

쳐 일정한 통과 속도로 다른 면의 이온을 함유하지 않거나 낮은 농도의 용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일정한 통과율로 이동하는 과정을 정상 상태 확산이라 한다.

이때의 확산계수는 Fick의 제 1 법칙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대상 이온이 점토층의 x축, 한 방향으로만 확산한다고 가정한다면, 정상 상태에서의

확산 이동율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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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 는 확산 이동률(flux), c는 이온의 농도, De는 유효 확산계수이며, 

는

점토층 x축 방향으로의 이온의 농도구배를 나타낸다.

또한 확산 이동율 J는 단위 면적당 통과 속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2.31)

여기서 Q는 점토층을 통과한 이온의 양이며, A는 점토층의 단면적, t는 시간이다.

수식(2.30)과 수식(2.31)을 조합하면,




 
  (2.32)

정상 상태에서 일정한 두께를 갖는 점토층의 양 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단위 면적당 점토층을 통과하는 이온의 통과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므로

두께 L인 점토층에서 점토층 한 면의 이온 농도가 Co, 다른 한 면의 이온 농도가 0

에 가까운 상태로 있다면,




 
  (2.33)

수식(2.33)을 다시 쓰면,

  





(2.34)

따라서 유효 확산계수 De는 시간(t)에 따른 단위 면적당 이온의 통과양(Q/A)을 측

정하여 시간-누적 통과량 그래프를 그린 다음 얻어지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여 계

산할 수 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 직선을 외삽하여 점근선과 x 축과의 교점(Q/A

= 0)에서 지연 시간(time lag) te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Fick의 제 2 법칙을 이용하여 겉보기 확산계수 Da를 구할 수 있다. Fick의

제 2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2.35)

이때의 초기 및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2.36)

′  ′ (2.37)

′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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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점토층 내 이온의 농도, co'는 이온 함유 용액과 점토층 접촉면에서의

점토층 내 이온의 초기 농도, Da는 겉보기 확산계수, L은 점토층의 두께이다.

주어진 초기 및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2.35)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된다:

′  ′    


∞

 





sin 


 (2.39)

이 식을 단위 면적당 시간에 따라 점토층을 통과하는 이온양으로 나타내면,

′


 


 


 



 



∞







 




 (2.40)

t → ∞ 일 때 확산은 정상 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게 되고 지수 함수항은 무

시되므로, 수식(2.40)은 다음과 같은 직선식이 된다.




 

′


 

 (2.41)

여기서 ′     로 정의하고, α를 capacity factor라 하면,

수식 (2.41)은 다음 수식(2.42)으로 나타낼 수 있다.




 


 


(2.42)

따라서 시간(t)에 따른 단위 면적당 이온의 통과양(Q/A)을 측정하여 시간-누적 통

과량 그래프에서 이 직선과 x-축과의 교점(Q/A = 0)에서의 시간 te로부터는 겉보기

확산계수 Da를 구할 수 있다. 이때 겉보기 확산계수 Da는 다음과 같다.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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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 확산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2.156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시간에 따른 단위 면적당 확산 이온양의 변화 곡선은 과도 영역과 정상 상태 영

역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정상 상태에서 얻어진 직선의 기울기로부터는 유효 확

산계수를 구할 수 있고, 이 직선을 외삽한 점근선과 x 축과의 교점인 지연 시간 te

로부터 식 (2.43)을 사용하여 겉보기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2.156. 관통 확산법에 의해 얻어진 확산 실험 결과 예.

나) 점토층 시편의 제조

점토층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원하는

밀도의 점토층을 제조하기 위하여 먼저, 점토의 수분 함량을 구하여야 한다. 수분

함량은 110℃에서 점토를 일정 중량이 될 때까지 가열하여 계산한다.

점토의 수분 중량을 Sa라고 하면,

         (2.44)

여기서 mw는 수분, mo와 ma는 각각 완전 건조된 점토와 사용 점토의 중량을 나타

낸다.

관통 확산법에서 점토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된 시료 링(Sample Ring)에 채

워져 일정 압력으로 압축하여 점토층으로 제작된다. 이렇게 제작된 점토층의 부피

를 Vc라고 하면,

     (2.45)

여기서 A는 점토층의 단면적, L은 점토층 두께, d는 점토층의 직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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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완전 건조된 점토를 압축한다면,

   (2.46)

여기서 ρb는 원하는 점토층의 건조 밀도이다.

완전 건조되지 않은 점토를 압축한다면, 수식(2.44)을 다음과 같이 바꾼 다음

     (2.47)

수식(2.46)을 수식(2.47)에 대입하여

      (2.48)

따라서 수식(2.46)과 수식(2.48)을 사용하여 원하는 건조 밀도를 갖는 점토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점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크기의 시료 링에 채워진 점

토층으로 제조된다. 압축 몰드(mold)에 시료 링을 삽입하고 일정 양의 점토를 채

운 다음 유압 프레스로 압축하여 원하는 건조 밀도를 갖는 점토층을 제작한다.

다) 실험 장치

관통 확산법에 사용되는 실험 장치는 크게 확산 셀, 지지대, 용액 공급조, 용액

수집조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핵심 부분인 확산 셀의 단면도는 그림

2.157에, 지지대와 함께 조립된 모습을 그림 2.158에 나타내었다.

그림 2.157. 확산 셀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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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 조립된 확산 셀과 지지대.

확산 셀 내부는 대상 이온을 함유하는 용액이 흐르는 부분과 대상 이온을 함유하

지 않는 용액이 흐르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사이에 점토층이 채워진 시

료 링이 놓여진다. 시료 링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며, 시료 링의 양 면에

는 금속 필터가 놓여 지는데, 이 금속 필터는 점토층 표면으로 흐르는 용액에 의해

점토 입자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시료 링 경계면에서 용액이 밖으로 새

지 않도록 O-링이 설치되어 있다. 지지대는 조립된 확산 셀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

며, 이 때문에 점토층은 팽윤 등에 의해 부피가 변화하지 않고 일정 부피를 유지한

다.

용액 공급조는 대상 이온이 함유된 용액으로 채워 진 공급조와 대상 이온을 함유

하지 않은 용액으로 채워 진 공급조, 두 종류가 있으며, 일정 속도로 각 용액을 확

산 셀에 공급한다. 각 용액은 적절한 펌프에 의해 공급된다. 용액 수집조는 확산

셀을 통과한 용액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며, 수집된 용액은 적절한 분석 방법에 의

해 점토층을 통과한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라) 실험 방법

압축된 점토층이 채워진 시료 링을 확산 셀에 장착하고 최소 3 ～ 6 주간 동안

적정 용액으로 포화시킨다. 이 때 사용되는 용액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 이온이

포함되지 않은 용액으로 모의 지하수나 해수, 실제 지하수나 해수가 사용된다. 점토

층이 포화되면, 확산 셀의 한 쪽으로는 대상 이온이 함유된 용액을 통과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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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쪽으로는 대상 이온이 함유되지 않은 용액을 통과시킨다. 대상 이온이 방

사성 핵종인 경우에는 보통 확산 셀을 통과한 대상 이온 함유 용액은 다시 공급조

로 보내 재순환하며, 이때 공급조 내 대상 이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여

공급조 내 대상 이온의 농도가 초기 농도의 90% 정도로 떨어지면 초기 농도가 되

도록 대상 이온을 보충한다. 확산 셀 내 점토층을 통과한 이온을 함유한 용액은 수

집하여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며, 이 용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실험을 종

료한다.

3) 실험 및 방법

가) 재료 및 물질

벤토나이트는 우리나라 경주 지방에서 산출된 벤토나이트 원광을 건조, 분쇄한

다음 200 메쉬 ASTM 망체를 통과시킨 분말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벤토나이트에

대한 물성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보고서 “우리나라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기준

완충재블록의 열-수리-역학적 특성치” (KAERI/TR-3729/2009)에 잘 기술되어 있다

[2-69]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는 확산 용액은 탈염수 또는 이온 강도 0.1 M NaCl 수용액

에 Junsei 제 시약특급인 NaI(순도 99%)를 용해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사용한 요오

드 이온의 농도는 100 ～ 1000 mg/L 범위였다. 수집 용액은 확산 용액이 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탈염수이면 탈염수를, 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0.1 M NaCl 용액이면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은 0.1 M NaCl 용액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실험 장치

확산 셀 및 지지대의 구조 및 제작 도면은 그림 2.159와 같다. 확산 셀본체는 폴

리 아크릴레이트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시료 링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

하였으며 내경은 50 mm, 외경은 70 mm 이다. 금속 필터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로 직경 50 mm, 두께 3.2 mm, 평균 기공 25 μm 인 것을 사용하였다. 확산 셀 본

체에는 직경 3.2 mm인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관을 용액이 흐르도록 설치하였다.

확산 셀은 지지대를 사용하여 볼트와 너트로 고정한다. 확산 셀과 지지대는 그림

2.160과 같이 조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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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 확산 셀 및 지지대의 구조 및 제작 도면.

그림 2.160. 확산 셀과 지지대의 조립.

시료 링에 벤토나이트를 넣어 압축 벤토나이트를 만들기 위한 압축 몰드의 구조

및 제작 도면은 그림 2.161과 같다. 압축 몰드는 받침대, 몸통, 피스톤으로 구성되

며, 일반 주철로 제작하였다. 받침대 위에 시료 링을 놓고 몰드의 몸통을 받침대 홈

에 끼운 다음 정해진 양의 벤토나이트를 몸통에 넣은 후 피스톤을 끼우고 그림

2.162의 유압식 일축 압축기로 시료 링 위치까지 가압하면 원하는 밀도의 압축벤토

나이트가 얻어진다. 시료 링에 끼워 진 압축 벤토나이트는 확산 실험에 사용된다.

확산 셀에는 확산 용액이 주입되는 관과 이 용액이 확산 셀을 거쳐 배출되는 관,

수집 용액이 주입되는 관과 이 용액이 배출되는 관, 모두 4 개의 관이 설치되어 있

다. 두 용액은 각각 60 mL 용량의 주사기에 넣어 실린지 펌프를 사용하여 1 m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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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량으로 주입하였다. 배출 관에는 정량 플라스크를 설치하여 각 용액을 수집하

였다. 실린지 펌프는 KD Scientific 회사의 KDS model 200 Series를 사용하였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확산 실험을 진행 중인 전체 장치의 사진을 그림 2.163에 나

타내었다. 그림 왼쪽에 확산 용액을 주입하기 위한 주사기 들이 실린지 펌프 위에

놓여 있으며 이 주사기는 실린지 펌프에 의해 천천히 용액을 확산 셀에 주입한다.

주입된 용액들은 확산 셀을 거쳐 정량 플라스크에 수집된다. 그림에서 3 개의 확산

셀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확산 셀에서 수집된 용액의 요오드 이온 농도는 선택 이온 전극을 사용한 이온

미터로 측정하였다. 이온 전극 및 이온 미터는 Phoenix Electrode 사의 요오드 선택

전극과 Istek 사의 모델 735P인 이온 미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2.161. 압축 몰드의 구조 및 제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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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2. 유압 압축기.

그림 2.163. 확산 실험 장치.

다) 실험 조건

건조 밀도가 1.41 g/cm3 과 1.60 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를 참고 물질로 하고,

Ag2O를 0.0064 ～ 0.0468 wt/wt% 함유한 압축 벤토나이트를 제조하여 비교 실험하

였다.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는 벤토나이트에 일정양의 Ag2O를 가하여 실험용

스푼으로 고루 섞은 다음 압축 몰드에 넣어 제조하였다. 사용한 압축 벤토나이트

와 실험 조건은 표 2.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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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g/㎤ Ag2O, wt/wt% 확산 용액
요오드 이온 농도

mg/L

시료 #1 1.41 무첨가 탈염수 100

시료 #2 1.41 0.0064 탈염수 100

시료 #3 1.41 0.0468 탈염수 100, 1,000

시료 #4 1.41 무첨가 탈염수 100 ～ 1,000

시료 #5 1.41 0.0128 탈염수 100, 1,000

시료 #6 1.41 무첨가 0.1 M 100 ～ 1,000

시료 #7 1.41 0.01 0.1 M 100 ～ 1,000

시료 #8 1.60 무첨가 0.1 M 100 ～ 1,000

시료 #9 1.60 0.0064 0.1 M 100 ～ 1,000

시료 #10 1.60 0.0128 0.1 M 100, 1,000

시료 #11 1.41 0.0081 탈염수 100

시료 #12 1.41 0.01 탈염수 100

표 2.36. 실험에 사용한 압축 벤토나이트와 실험 조건

라) 실험 방법

압축 벤토나이트는 확산 셀에 넣어 지지대에 설치한 다음 탈염수 또는 0.1 M

NaCl 수용액으로 6 주간 포화시킨 후 정해진 조건에서 확산 실험을 하였다. 확산

셀 한 쪽으로는 요오드 이온이 함유된 용액을 유량 1 mL/hr로 흘려주고, 다른 한

쪽으로는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을 같은 속도로 흘려준다. 24 시간 또

는 최대 96 시간 간격으로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을 공급한 쪽의 배출

구에서 수집된 용액에 대하여 요오드 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마) 자료 분석

앞 절에서 유효 확산계수는 다음 수식(2.34)으로 표시되는데

  





(2.34)

이 식은 다음과 같은 차분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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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은 벤토나이트층의 두께, A는 벤토나이트층 표면의 단면적, Co는 공급 용

액중의 요오드 이온 농도, △Q는 시간 간격 △t 동안 확산에 의해 압축 벤토나이트

층을 통과한 요오드 이온의 양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압축 벤토나이트층를 통

과한 용액(통과 전 요오드 농도 = 0 mg/L)의 요오드 이온 농도를 측정한 다음 요

오드 이온의 mole로 환산한 누적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Q/A, 단위: mole/m2)을

그래프의 y 축으로, 누적 시간을 x 축에 도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직선의 기울기(단

위: mol/m2sec)를 구하여 


(단위: m3/mol)를 곱하면 유효 확산 계수, De(단위:

m2/sec),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압축 벤토나이트 층의 요오드 이온에 대한 통과 지연 시간(te)은 이 그래프

에서 직선을 외삽하여 시간 축과 만나는 점(Q/A = 0)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

로부터 겉보기 확산 계수를 수식(2.43)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가) 탈염수를 사용한 확산 실험

확산 용액으로 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탈염수를 사용하여 밀도 1.4 g/cm3 인 압축

벤토나이트 세 종류(표 2.36, 시료 #1, 2, 3)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는 그림 2.164와

같다. 그림 2.164에서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시료 #1)와 Ag2O를

0.0064 wt/wt%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시료 #2) 모두 전형적인 확산에 의한 파과

곡선을 나타내었다. 0.0468 wt/wt%를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시료 #3)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Ag2O를 0.0064 wt/wt%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

가 파과된 후에도 계속 오래 동안 요오드 이온이 누출되지 않았다. 더욱 상세한

관찰을 위하여 네 시료(표 2.36, 시료 # 4, 5, 11 12)를 추가로 제조하여 확산 실험

을 한 최종 결과를 그림 2.165에 함께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Ag2O를 첨가함에

따라 뚜렷이 요오드 이온이 벤토나이트층을 통과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Ag2O를 0.0128 wt/wt%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시료 #5)는 실험 시작

후 50여일 후에, Ag2O를 0.0468 wt/wt% 첨가한 압축 벤노나이트(시료 #3)는 200여

일 후 수집 용액에서 요오드 이온이 검출되었다. 이 결과들에 식(2.43)과 식(2.49)

를 적용하여 구한, 지연 시간(te), 유효 확산계수(De), 겉보기 확산계수(Da)를 표

2.3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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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압축 벤토나이트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 농도 (100 mg/L)

지연 시간(te)
day

유효

확산계수(De)
m2/s

겉보기

확산계수(Da)
m2/s

시료 #1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2.1 2.4 x 10-12 4.4 x 10-11

시료 #4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0.4 2.7 x 10-12 2.2 x 10-10

시료 #2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064

wt/wt%)

12.0 3.1 x 10-12 7.9 x 10-11

시료 #11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081

wt/wt%)

31.3 7.8 x 10-13 3.0 x 10-12

시료 #12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 wt/wt%)
32.3 2.2 x 10-12 2.9 x 10-12

시료 #5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28

wt/wt%)

60.4 1.4 x 10-12 1.6 x 10-12

시료 #3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468

wt/wt%)

220.3 3.3 x 10
-13

4.3 x 10
-13

표 2.37. 압축 벤토나이트의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에 대한 지연 시간 및 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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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4.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에 대한

단기간 확산실험 을 통한 파과 곡선.

그림 2.165.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에 대한 장기간 확산.

Ag2O가 첨가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의 지연 시간(te)은 0.4 ～ 2.1 정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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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Ag2O가 0.0064, 0.0128, 0.0468 wt/wt% 첨가됨에 따라 지연 시간(te)은 12.0,

60.4, 220.3 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에

대한 확산 실험은 본 연구가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전혀 알려진 바 없

다. Ag2O가 첨가되면 지연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김

승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Ag2O의 요오드 이온에 대한 흡착량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벤토나이트층에 불균일하게 분포된 Ag2O가 어떻게 이러한 효

과를 나타내는 지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김승수 등[2-67]은 압축 벤토나이트 중의

Ag2O가 일부 용해되어 은(Ag+) 이온이 벤토나이트층에 이온교환 또는 흡착되고 이

은 이온이 요오드 이온을 흡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확실한 근거가 있

지는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뒤 따라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 얻어지는 유효 확산계수는 Ag2O 0.0064, 0.0128 wt/wt%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에서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비슷하였으

나 0.0468 wt/wt% 첨가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이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

다.

본 실험에서 얻은 유효 확산계수는 비슷한 밀도의 압축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실

험한 Oscarson 등의 결과(밀도 1.45 g/cm3, De 1.8 x 10
-10)와 비교할 때 약 100 배

정도 작은 값이며, 이재완 등의 결과(밀도 1.4 g/cm3, De 4.99 x 10
-12)와는 거의 일

치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에 사용한 확산 용액의 이온 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Oscarson 등이 실험에 사용한 확산 용액의 이온 강

도는 0.22 M이었으며, 이재완 등이 실험에 사용한 확산 용액의 이온 강도는 약

0.0015 M이었다. 본 실험에서는 별도로 이온 강도를 조절하지는 않았지만 확산 용

액의 요오드 이온 농도가 100 mg/L이었기 때문에 용액의 이온 강도는 0.0008 M로

Oscarson 등이 실험에 사용한 용액의 이온 강도 보다는 매우 낮고 이재완 등이 실

험에 사용한 용액의 이온 강도와는 유사하다. 이온 강도가 증가하면 벤토나이트

층의 이중전하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이에 따라 벤토나이트층의 음이온 배제 부피

가 작아지기 때문에 음이온의 확산계수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확산

용액의 요오드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확산 계수도 증가할 것이다.

밀도 1.41 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요오드 이온 농도 100 mg/L인 용

액으로 확산 실험을 한 다음, 정상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요오드 이온 농도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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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700, 1,000 mg/L로 각각 증가시키면서 각 농도에서의 유효 확산계수를 구하여

그림 2.166에 나타내었다. 각 농도에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순차적으로 요오드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켰으므로 이 실험에서는 각 농도에서의 지연 시간은 얻을 수

없고, 유효 확산계수의 관찰만 가능하다. 표 2.38에는 이 결과와 함께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 농도 1,000 mg/l에서의 유효 확산계수를 나타내었

다. 그림과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요오드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효 확산계수

의 값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료

번호
압축 벤토나이트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 농도, mg/L

유효 확산계수(De)
m2/s

시료 #4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100 2.7 x 10-12

200 2.5 x 10-12

400 5.8 x 10-12

700 1.1 x 10-11

1,000 1.6 x 10-11

시료 #2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064 wt/wt%)

100 3.1 x 10-12

1,000 7.5 x 10-11

시료 #5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28 wt/wt%)

100 1.4 x 10-12

1,000 7.5 x 10-11

시료 #3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468 wt/wt%)

100 3.3 x 10
-13

1,000 1.6 x 10-11

표 2.38.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 농도에 따른 유효 확산계수 변화



- 305 -

0

2E-12

4E-12

6E-12

8E-12

1E-11

1.2E-11

1.4E-11

1.6E-11

1.8E-11

0 200 400 600 800 1000 1200

요오드 이온 농도 (mg/L)

유
효

확
산

계
수

 (
m

2
/s

)

그림 2.166. 압축 벤토나이트(밀도 1.41 g/cm3, Ag2O 무첨가)의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 농도에 따른 유효 확산계수의 변화.

나) 0.1 M NaCl 용액을 사용한 확산 실험

확산 용액으로 0.1 M NaCl 용액 사용하여 밀도 1.4 g/㎤ 인 압축 벤토나이트 두

종류(표 2.35, 시료 #6, 7)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는 그림 2.167과 같다. 이 실험에서

도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Ag2O를 0.01 wt/wt%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 역시 모두 전형적인 확산에 의한 파과 곡선을 나타내었다. 확산 용액

으로 탈염수를 사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0.01 wt/wt%를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

트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에 비하여 요오드 이온의 누출이 지연

되었다. 더욱 상세한 관찰을 위하여 밀도 1.6 g/cm
3
인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Ag2O를 0.0064, 0.128 wt/wt% 각각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에 대하

여 확산 실험을 하였으며, 이 결과는 다음 그림 2.168과 같다. Ag2O 첨가량에 비

례하여 벤토나이트층을 요오드 이온이 통과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염소 이온 농도(3,500 mg/L)가 요오드 이온 농도(100 mg/L)보다

훨씬 큰 용액에서도 Ag2O의 첨가는 요오드 이온이 벤토나이트층을 통과하는 시간

을 지연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9에 이 결과로부터 구한 지연 시

간(te), 유효 확산계수(De), 겉보기 확산계수(Da)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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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압축 벤토나이트

밀도

g/cm3

0.1 M NaCl 용액 중

요오드 이온 농도 (100 mg/L)

지연

시간(te)
day

유효

확산계수(De)
m2/s

겉보기

확산계수(Da)
m2/s

시료 #6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1.41 1.6 1.7 x 10-11 5.8 x 10-11

시료 #7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 wt/wt%)
1.41 9.1 3.3 x 10-11 1.0 x 10-11

시료 #8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1.60 1.3 8.7 x 10-12 7.0 x 10-11

시료 #9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064 t/wt%)
1.60 11.5 4.9 x 10-12 8.3 x 10-12

시료

#10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28 t/wt%)
1.60 23.6 3.7 x 10-12 4.3 x 10-12

표 2.39. 0.1 M NaCl 용액 중 요오드 이온에 대한 지연 시간 및 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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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7.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밀도 1.41 g/㎤)의 0.1 M NaCl 용액

중 요오드 이온에 대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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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8.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밀도 1.60 g/㎤)의 0.1 M NaCl 용액 중 요오드

이온에 대한 확산.

표 2.39에서 0.1 M NaCl 용액 중 요오드 이온의 농도가 100 mg/L인 용액에서

밀도 1.41인 압축 벤토나이트는 Ag2O가 0.01 wt./wt% 첨가되면 지연 시간(te)이 약

8일 정도 증가되었다. 또한 밀도 1.60 mg/L인 압축 벤토나이트는 Ag2O가 0.0064,

0.0128 wt./wt% 첨가되면 지연 시간(te)이 각각 약 10, 22 일정도 증가되었다. 탈염

수를 확산 용액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Ag2O가 0.0064 wt./wt% 첨가된

압축벤토나이트는 비록 밀도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한 지연 시간을 갖는

데 반하여, Ag2O가 0.0128 wt./wt% 첨가된 압축벤토나이트에서는 탈염수에서 지연

시간이 더 크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염소 이온이 요오드 이온의 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밀도 1.60 mg/L인 압축 벤토나이트에서는 Ag2O의 첨가에 따라 유효 확산계수도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

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이온 강도 0.22 M에서 실험한 Oscarson 등[2-64]의 결과(밀

도 1.39 g/cm3 : De 2.1 x 10
-11, 밀도 1.61 ～1.63 g/cm3 : De 0.1 ～ 0.68x 10-11)와

비교할 때 비슷한 값이다.

그림 2.169는 밀도 1.41 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0.1 M NaCl 중 요오

드 이온 농도 100 mg/L인 용액으로 확산 실험을 한 다음, 정상 상태에 도달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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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요오드 이온 농도를 200, 400, 700, 1,000 mg/L로 각각 증가시키면서 다시 확산

실험을 한 결과이다. 유효 확산계수는 요오드 이온의 농도 100 ～ 1,000 mg/L 범

위에서 비교적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효 확산계수는 요오드 이온 농

도 변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2.170에 밀도

1.60 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같은 실험을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밀도

1.41 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와 비교할 때 요오드 농도 변화에 대하여 유효 확산

계수의 값이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탈염수를 확산 용액으로 사용하였을 때보

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2.40에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확산 용액 중 요오드 농도가 100

mg/L이고, 압축 벤토나이트의 두께가 50 cm 일 때 Ag2O 첨가량에 따른 지연 시간

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확산 용액에 따른 Ag2O 첨가량과 시간 지연과의 정량적인

관계는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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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9. 압축 벤토나이트(밀도 1.41 g/㎤)의 0.1 M NaCl 용액 중

요오드 이온 농도에 따른 유효 확산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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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0. 압축 벤토나이트(밀도 1.60 g/㎤)의 0.1 M NaCl

용액 중 요오드 이온 농도에 따른 유효 확산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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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g/cm3

Ag2O

wt/wt%

확산 용액

(요오드 이온 농도

100 mg/L)

추정 ㅊ

지연 시간

압축 벤토나이트

1.41 무첨가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5 ～30 년

1.41 0.0064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170 년

1.41 0.0081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440 년

1.41 0.01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450 년

1.41 0.0128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850 년

1.41 0.0468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3,080 년

압축 벤토나이트

1.41 무첨가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20 년

1.41 0.01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130 년

압축 벤토나이트

1.60 무첨가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20 년

1.60 0.0064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160 년

1.60 0.0128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330 년

표 2.40. Ag2O 첨가량에 따른 압축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에 대한 추정 지연 시간

5) 연구결과

Ag2O를 첨가하여 압축한 Ag2O 첨가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지연 효과와 확산 이동 특성을 관통 확산법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요

오드 이온이 확산에 의하여 이동하며,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에

비하여 벤토나이트층에서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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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이온에 대한 통과 시간 지연은 확산 용액을 탈염수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0.1 M NaCl 용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탈염수를 확산 용액으

로 사용하였을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온 강도가 0.1 M인 경우에는 탈염

수에 비하여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Ag2O의 첨가와 시

간 지연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요

오드 농도 측정에 이온 선택 전극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른 요오드 이온의 측정

한계로 인해 확산 용액 중 요오드 이온 농도를 100 mg/L로 높여 실험하였기 때문

에 실제 이보다 낮은 농도에서의 Ag2O의 첨가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요오드 이온의 농도와 Ag2O 첨가량에 따른 요오드 이온의 통과 지연 효과

를 정량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확산이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 얻어지는 유효 확산계수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의 경우, 기존 문헌에 보고된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한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대부분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다만, 확산 용액이 탈염수인 경

우 Ag2O 첨가량 0.0128 wt/wt%인 압축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Ag2O를 첨

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확산 용액

이 0.1 M NaCl 용액인 경우, 밀도 1.60 g/cm3 인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에서

는 Ag2O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 확산계수 값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앞으로 더욱 정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실험을 통하여 압축 벤토나이

트에 대한 Ag2O의 첨가 효과를 정량적인 평가한다면 앞으로 각종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효용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나. 열적 성능 향상 방안

일반적으로 지층처분시스템은 지하암반과 같은 천연방벽과 처분용기 완충재 등으

로 구성된 공학적방벽으로 이루어진다. 천연방벽의 경우 그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

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반면 공학적방벽은 재료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공학

적 설계를 통해 고준위폐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누출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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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할 수 있다. 즉,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은 공학적방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공학적방벽의 성능은 설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주로 처분용기와 완충재로 구성

된 공학적방벽 설계의 가장 큰 인자는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온도가 100°C가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완충재의 화학적 안정성이 유

지되지 않는다[2-70, 2-71]. 또한 처분시설 운영기간 중 이 온도를 초과하면 처분

용기 표면에서 지하수의 증발에 따른 염분 농도의 증가로 인해 처분용기의 부식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2-72].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처분시

설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계인자로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온도를 제한하

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 국가들이 Na-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선정하여 공학적방벽을 설계

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주에서 생산되는 국산 Ca-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완충

재 설계를 하고 있다. 경주산 Ca-벤토나이트의 열전도도는 화강암반의 열전도도

2.8 W/m°C보다 낮은 1.0 W/m°C 이하이다. 따라서 완충재의 낮은 열전도도 때문

에 처분용기와 완충재 경계면에서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처분시스템 설계에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된다. 즉,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발열량에 맞추어 처분용기

표면 온도가 100°C가 넘지 않도록 처분터널 간격과 처분공 간격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설계 절차를 살펴보면, 처분부지가 확보된 후 완충재의 열적 성능이 처분장

효율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완충재의 열적 성능을 향

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첨가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

우[2-73] 완충재 물질로서 70% Kunigel VI 벤토나이트와 30% 모래를 혼합하여 열

전도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벨기에[2-74]에서는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파이트를 혼

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2-75] 완충재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연구로서 건조밀도, 초기함수율, 모래와 그라파이트 첨가 비율을 변화하며 열전

도도를 측정한 바 있다.

완충재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고자 모래와 같은 물질을 첨가할 경우, 완충재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인 지하수 침투를 억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과제

에서는 전 단계 연구를 통해 완충재에 첨가재를 혼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이중 구조 완충재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금번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

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중 구조 완충재의 효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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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재를 이중 구조로 개선한 후 외부 완충재로는 순수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기존 완

충재를 이용하며, 내부 완충재로는 열 전달 성능을 향상시킨 완충재를 이용함으로

써 지하수 침입을 억제하는 고유 기능을 유지한 채로 완충재의 열적 성능을 향상시

키고자 하였다. 또한 열적 성능 분석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3차원 유

한요소법을 이용하는 기존 방법을 보완한 해석적 방법을 개발하였다.

1) 이중 구조 완충재 개념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개념이 도입된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KRS)의 완

충재는 스웨덴의 KBS-3V[2-76] 처분시스템의 완충재 개념과 유사하다. 국산 경주

Ca-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완충재를 설계하였으며, XRD 분석 결과(그림 2.171)에

나타나 있듯이 벤토나이트의 주 광물은 몬모릴로나이트이다. 즉, 주요 구성 광물은

69.5% 몬모릴로나이트, 22.2 % 장석, 6.9 % Cristobalite, and 1.4 % 석영이다. 국

산 벤토나이트의 화학성분을 표 2.41에 나타내었다. 표 2.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벤토나이트 특성은 2.64%가 CaO인 전형적인 Ca-벤토나이트이다[2-77]. 국산 벤토

나이트 특성을 반영하여 건조밀도 1.6 g/cm3 인 완충재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건조밀도의 완충재의 열전도도는 1.0 W/m°C 이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압축 벤토

나이트의 열전도도는 공극률과 광물 구성 및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2-78,

2-79]. 완충재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래와 그라파이트를 첨가하였다.

혼합물질의 공극률은 순수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공극률보다 낮아 열전도도가 상승

하였다. 실험결과[2-75] 그라파이트 5w%, 모래 30w%를 혼합할 경우 열전도도를

2.0 W/m°C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중구조 완충재의 개

념도를 그림 2.172에 나타내었다. 그림 2.172에서 왼쪽은 이중구조 완충재 개념도

이며, 오른쪽은 기존의 완충재 개념도이다. 개념 도출 단계에서 이중구조 완충재의

두께는 각각 서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향후 그 성능이 인정되어 보다 최

적의 분석이 필요할 경우 각각의 두께를 변화시키며 최적의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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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major, %)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L.O.I Total

64.28 17.37 2.79 2.64 2.97 0.83 1.97 0.85 0.01 0.09 5.96 99.24

Chemistry
(trace, 
ppm)

Be Co Ni Cu Ga Rb Y Nb Mo Cd Cs La

3.00 2.23 1.68 4.31 22.99 19.74 15.24 7.33 0.21 0.19 3.59 28.01

Ce Nd Sm Eu Gd Er Yb Hf Pb Bi Th U

57.07 32.12 4.06 1.22 4.23 1.88 2.11 5.39 21.56 0.25 7.75 1.30

Mineralogy
Montmorillonite Quartz Feldspars Cristobalite

69.5 1.4 22.2 6.9

표 2.41. Chemical and mineralogical composition of the domestic bentonite

Oksan 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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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1. XRD patterns of Oksan bentonite powder and sand from the

Geum‐river (M:Montmorillonite, Q:Quartz, F:Feldspars, C:Cristoba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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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2. Concept of a double‐layered buffer.

2) 열적 성능 해석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설계[2-80]에 따르면, 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1개의

처분용기에 넣어 화강암반에 지하에 건설된 처분터널 바닥의 수직 처분공에 처분하

도록 되어있다. 그림 2.172에 주어진 2가지 형태의 완충재 개념에 대해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대 온도를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완충재 개념의

열적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처분시스템에 대한 열해석을 위하여 그림 2.173에

주어진 바와 같은 단위 모듈에 대해 열 해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되어 처분공과 처분터널이 완충재와 뒷채움재로 채워지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된 열의 전달은 주로 전도(conduc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2.173에는 열

해석 대상이 서로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어, 지하 500 미터에 위치한 처분용기의

1/4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처분터널 사이의 간격은 40 미터이며, 처분공 사이는 6

미터이다. 처분장 주변 열 해석을 위하여 처분공 바닥으로부터 500 미터 심도까지

를 해석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해석 시스템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4곳의 수직면을

통한 열 이동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지열 구배는 30 °C/km를 고려하였으며, 지표

면의 온도는 15°C, 바닥면의 온도는 45°C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처분시스템

열 해석을 위해 고려한 열적 특성을 표 2.42에 나타내었다.



- 316 -

Material Properties Values

Spent fuel

Density (kg/m3) 2,000

Thermal conductivity (W/m °C) 0.135
Specific heat (J/kg °C) 2,640

Nodular cast insert
Density (kg/m3) 7,200

Thermal conductivity (W/m °C) 52
Specific heat (J/kg °C) 504

Copper outer shell

Density (kg/m3) 8,900

Thermal conductivity (W/m °C) 386
Specific heat (J/kg °C) 383

Inner bentonite buffer with 
additives

Density (kg/m3) 1,970

Thermal conductivity (W/m °C) 2.0
Specific heat (J/kg °C) 1,380

Outer bentonite buffer

Density (kg/m3) 1,970

Thermal conductivity (W/m °C) 1.0
Specific heat (J/kg °C) 1,380

Backfill

Density (kg/m3) 2,270

Thermal conductivity (W/m °C) 2.0
Specific heat (J/kg °C) 1,190

Rock

Density (kg/m3) 2,650

Thermal conductivity (W/m °C) 3.2
Specific heat (J/kg °C) 815

표 2.42.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s in the proposed dispo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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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3. Schematic of calculation domain for thermal analysis representing a quarter

of one canister.

그림 2.173에 주어진 처분시스템에 대한 열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차원 열

전달 방정식을 이용하였다[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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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온도 [°C],

t는 시간 [s],

ρ는 밀도 [kg/m3]

Cp는 비열 [J/kg °C],

k는 열전도도 [W/m °C],

q(t)는 열 발생률 [W/m
3
]이다.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대 온도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PWR 사용후핵연료(45 GWD/MTU)의 붕괴열, P (t),을 다음

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 ) 75756.07.14545 -= ttP for yearst 000,000,130 ££ (2.51)

여기서 P (t) 는 붕괴열 [W/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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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는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부터 방출된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year]이다.

근사식(2.51)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붕괴열을 구한 값을 그림 2.174에 나타내

었다. 그림 2.17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출 후 100년까지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이 지배적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은 40년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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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 heat from fiss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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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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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ing Time after Discharge (yr)

Regression curve

Decay heat from actinides

Regression curve

Total decay heat
for low-burnup fuel

P(t) = 881.99 exp(1/(0.23990 + 0.141124 t)
         for 1<t<30 years 
       = 14545.68 t-0.75756 for 30= t<106 years

그림 2.174. Decay heat source calculated from the regression equation and

ORIGEN 2 program.

식(2.51)에 주어진 사용후핵연료 붕괴열을 선원항으로 하여, 처분 후 100년 동안

기존 단일 완충재(그림 2.172의 오른쪽)로 구성된 처분공 주변의 온도 변화를 유한

요소법에 기반을 둔 컴퓨터 프로그램 NISA [2-8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처분용

기와 완충재 사이의 경계면에서 온도가 최대가 된 시점에서 기존 단일 완충재를 대

상으로 NISA를 이용하여 계산한 온도 분포를 그림 2.175에 나타내었다. 그림 2.175

를 살펴보면 최대 온도는 처분용기 주변에서 z-축의 중점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이 최대 온도가 발생하는 중심선을 따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림 2.176에

나타내었다. 그림 2.17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처분용기

와 완충재 사이 경계면에서의 최대 온도는 처분 후 19년 지난 시점에서 98.8°C이었

다. 그림 2.172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중구조 완충재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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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하였다. 표 2.42에 주어진 바와 같이 이중구조 완충재의 내부 완충재의

열전도도만 기존 완충재에 비교하여 2배로 증가시켰으며,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도

록 하며 NI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단일 완충재에 대해 계

산한 것과 동일한 중심선을 따라 이중구조 완충재 주변 온도 변화를 처분 후 100년

간 계산한 결과를 그림 2.177에 나타내었다. 그림 2.17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중구

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처분용기와 완충재 경계면에서의 최고온도는 동일 조건에

서 단일 완충재보다 낮은 91.6°C로 계산되었다.

x

y

z

그림 2.175. Temperature distribution around the canister in 19 years after the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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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6. Temperature along the centerline between the deposition

holes for the single layer buffer.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91.6 oC

Buffer-Rock interface
Mid-buffer

Spent Fuel

Canister surface

Te
m

pe
ra

tu
re

 (o C)

Time after disposal (years)

그림 2.177. Temperature along the centerline between the deposition

holes for the double layer buffer.

그림 2.176과 그림 2.177에 나타난 NISA 프로그램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2가지

경우 모두 완충재와 주변암반 사이(buffer-rock interface)의 온도 변화는 매우 유사

하다. 또한 수치해 계산 결과에 따르면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대 온도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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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용기 중심선을 따라 발생한다. 이와 같은 열적 거동 특성을 통해 간단한 몇 가

지 가정을 도입하면 이중구조 완충재 특성과 관련된 처분용기 주변 열적 거동 해석

을 위한 해석적 접근법이 가능하다. 특히, 단일 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와 이중

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에 따른 최대 온도 차이만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

잡한 3차원 유한요소 수치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한 해석적 방법이 효율적으로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처분 후 100년 이내에 주변 암반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정상 상태에서의 해석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처

분용기와 완충재를 긴 실린더로 가정하고 중앙부에서의 해석해만 필요하면 실린더

좌표계에서 그림 2.17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열 발생량과

주변 암반의 온도가 일정하다면, 해석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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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
q0

은 정상 상태 linear heat source [W/m],

T1 은 단일 완충재의 경우 처분용기 표면 온도 [°C],

T2 은 이중구조 완충재의 경우 처분용기 표면 온도 [°C],

Tr 은 완충재와 주변 암반 사이의 경계면 온도 [°C],

k1 은 단일 완충재 열전도도 [W/m°C],

k2 은 이중구조 완충재의 내부 완충재 열전도도 [W/m°C]이다.

본 보고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2가지 완충재의 사용에 의한 온도

차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수식(2.52)와 수식(2.53)에서 2가지 경우 암반의

온도가 동일하다면, 서로 다른 완충재의 이용에 따른 온도 차이를 다음 식(2.5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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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 수식(2.54)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례 계산을 수행하였다. 단일 완

충재와 이중구조 완충재에 의한 온도 차이를 NISA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와 수

식(2.54)를 이용한 해석해 계산 결과를 그림 2.179에 나타내었다. 그림 2.179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처분 후 100년 동안 2가지 방법의 차이에 의한 온도 변화 차이는

2°C 이내였다. 이와 같이 해석적 방법이 이중구조 혹은 다중구조 완충재 개념에

대한 해석적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중구조 완충재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해석해 수식(2.5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해 설정한 경

우에 대한 완충재의 열적 특성은 표 2.43에 주어진 바와 같다. 경우-1은 한국형기

준처분시스템의 단일 완충재 열적 특성이며,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경

우-2는 이중구조 완충재의 내부 완충재 두께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두께

는 유지하며 내부 완충재의 두께를 5 cm 증가시킨 것이다. 이중 구조 완충재의 효

율을 직접 알아보기 위하여 내외부 완충재의 열전도도의 산술평균을 적용한 경우를

경우-3으로 결정하였다. 우리 처분개념과 유사한 완충재를 이용하는 외국 사례에

대해서도 이중구조 완충재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효과 분석을 일본과 스웨덴 완충

재를 예로 분석하였다. 경우-4는 일본 완충재의 사례이며, 경우-5는 스웨덴 완충재

의 사례이다. 5가지 사례 분석에 대한 계산 결과를 그림 2.180에 나타내었다.

그림 2.180에서 기존의 단일 완충재와 이중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열적 이득

을 경우-1( Case-1)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경우-2(Case-2)에서는 열전도도가 2

배 좋은 내부 완충재 두께를 5 cm 증가시킴으로써 그림 2.18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적 이득이 경우-1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중구조 완충재의 산술평균값을 이용한

경우-3의 경우 열적 이득이 경우-1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와 같이 평균을 취할

경우에는 수리전도도 측면에서도 혼합된 모래 등의 물질 때문에 지하수 침입 억제

측면에서도 나쁠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4에 나타난 일본 완충재의 경우는 완충재

두께가 다른 국가보다 두꺼워 열적 이득이 크게 나타났다. 스웨덴 완충재의 경우

완충재 두께 효과 때문에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보다는 효과가 적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해진 해석해 수식(2.54)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이중구조 완충재 효

과를 분석하였다. 본 해는 다중 구조 완충재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

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완충재 최적 조건을 찾는 데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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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layered
buffer

Double‐layered
buffer

Remark

Case‐1

r1 = 101 cm

r0 = 51 cm

k1 = 1.0 W/m °C

r1 = 101 cm

r2 = 76 cm

r0 = 51 cm

k1 = 1.0 W/m °C

k2 = 2.0 W/m °C

Reference case

Case‐2

r1 = 101 cm

r0 = 51 cm

k1 = 1.0 W/m °C

r1 = 101 cm

r2 = 81 cm

r0 = 51 cm

k1 = 1.0 W/m °C

k2 = 2.0 W/m °C

Inner buffer is increased

by 5 cm

Case‐3

r1 = 101 cm

r0 = 51 cm

k1 = 1.0 W/m °C

r1 = 101 cm

r0 = 51 cm

k1 = 1.5 W/m °C

Homogeneous case with

the arithmetic mean of

the thermal conductivities

Case‐4

r1 = 111 cm

r0 = 41 cm

k1 = 1.0 W/m °C

r1 = 111 cm

r2 = 76 cm

r0 = 41 cm

k1 = 1.0 W/m °C

k2 = 2.0 W/m °C

Japanese buffer [2-73]

Case‐5

r1 = 87 cm

r0 = 55 cm

k1 = 1.0 W/m °C

r1 = 87 cm

r2 = 71 cm

r0 = 55 cm

k1 = 1.0 W/m °C

k2 = 2.0 W/m °C

Swedish buffer [2-83]

표 2.43. Comparison of the thermal properties for the test cases

그림 2.178. Schematic view of single-layered buffer and

double‐layered buffer for the analytic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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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9. Comparison of the analytical solution (6) with the numerical

solution obtained by N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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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0. Illustration of the analytical solution for several cases.

3) 연구결과

고준위폐기물의 지층처분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의

하나는 열적 성능이다. 처분시스템의 열적 성능은 열전도도가 가장 나쁜 완충재의

열적 성능이 좌우하며,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첨가재가 시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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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밀도 1.6 g/cm3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파이트를 혼합한 결과

열전도도를 2.0 W/m°C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에서의 설계

기준의 하나는 처분용기와 완충재 경계에서의 최고 온도를 100°C 미만으로 유지하

는 것이다.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파이트를 혼합하여 열전도도를 향상시킬 경우 모

래의 첨가에 따라 완충재의 수리적 성능이 악화되는 현상이 예상되어 완충재 구조

를 이중으로 하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외부 완충재는 기존의 순수 벤토나이트

압축 완충재를 그대로 사용하며, 내부 완충재로는 열전도도를 향상시킨 모래와 그

라파이트가 혼합된 완충재를 사용하는 개념이다.

제안된 개념에 대해 3차원 유한요소 프로그램(NISA)을 활용하여 열적 성능을 기

존 완충재와 비교한 결과 약 7°C 정도의 열적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이중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값비싼 벤토나이트의 이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조건의 완충재를 대상으로 이중구조 완충재 효과를 효율적으

로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석해를 유도하고, 기존의 수치적 방법과 비교하

였다. 해석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완충재를 대상으로 이중구조 완충재의 성

능을 계산하였으며, 계산 결과 완충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중구조 완충재의 열

적 성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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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예비 개념설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2종류의 사용후핵연료(

CANDU 사용후핵연료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중,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직접 처분하고,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파이로 공정을 거쳐

발생하는 폐기물을 세라믹으로 고화하여 처분하는 개념에 대한 예비개념설계를 수

행하였다. 또한,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에는 연구용 원자로로부터 발생하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력발전소 해체에서 발생하는 해체폐기물에 대한 처분도 고려하

였다.

1. 처분터널 주변 암반 물성

가. 기본 물성

개념설계를 위한 입력자료로서 심지층 환경에서의 처분터널 주변 암반물성은

KURT 주변 물성 측정값(표 3.1)을 활용하였다. KURT 주변 물성 측정값은 충분

한 심도에서 다양한 시편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은 아니나 측정된 시편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보수적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Mean Min Max S.D.

비중 2.65 2.55 2.74 0.043

탄성계수(105 kg/cm2) 5.62 2.88 10.1 2.1

포아송비 0.2 0.14 0.35 0.042

단축압축강도(kg/cm2) 932 350 1580 309

공극률(%) 0.747 0.07 1.87 0.384

P 파 속도(m/sec) 4,666 3,270 5,950 429

S 파 속도(m/sec) 2,449 1,980 2,880 189

인장강도(kg/cm2) 105 70 140 23

열팽창계수

(microstrain/oC)

20-50 oC 6.77 2.03 10.36 1.795

50-100 oC 8.45 3.83 12.1 1.624

100-150 oC 9.98 5.94 14.5 1.61

표 3.1. KURT 주변 물성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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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터널 및 처분공 주변 손상대

- 터널 주변 손상대는 1～1.5 m 예상되나, 보수적으로 1.5 m 적용.

- 손상 구간의 강도(단축압축강도, 전단강도, 마찰각, 인장강도)나 변형계수는 기

본 물성의 절반(50%)으로 가정.

- 손상구간에서의 포아송비나 밀도는 무결암과 동일한 값(기본값) 이용.

- 열해석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결과를 추후에 반영.

- 처분공 주변 손상대: 보링 머신을 이용한 굴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특성 평

가 전까지는 처분공 주변 손상대는 무시.

다. 수리 특성

2차원으로 표기한 KURT 주변 주요 단열대 분포는 그림 3.1에 나타낸 바와 같으

며, 수리지질 모델의 수리지질 단위 요소와 수리지질 모델 요소별 수리전도도 단열

대 분류결과 및 수리지질 모델 요소별 수리전도도는 그림 3.2와 표 3.2및 표 3.3에

나타내었다.

그림 3.1. KURT 주변 지역의 단열대 분포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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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단열대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대 명칭

1 YS1_104F 14 2 Class A FZ2A-1

2 YS1_433F 17.3 2 Class A FZ2A-2

3 YS2_106F 18.5 2 Class A FZ2A-3

4 YS6_70F 11-20 2 Class A FZ2A-4

5 KP1_75F 65.9 2 Class S FZ2S-1

6 KP1_120F 12.5 2 Class A FZ2A-5

7 KP1_177F 14.0+ 2 Class A FZ2A-6

8 DB1_213F 17.32 2 Class A FZ2A-7

9 DB1_241F 5.6 2 Class B FZ2B-1

10 L1 1 or 2 Class S
(expected)

FZ2S-2

표 3.2.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대 분류 결과

그림 3.2. 수리지질 모델의 수리지질 단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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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모델요소 수리지질모델요소 수리전도도(m/sec)

토양층 및 상부풍화대 HSD 1.5E-07

상부 저경사 단열대 LAFD 1.05E-07

단열대 HCD

FZ2S-1 3.17E-07

FZ2S-2 4.36E-7 (expected)

FZ2A-1 2.57E-09

FZ2A-2 1.69E-09

FZ2A-3 5.49E-09

FZ2A-4 6.31E-07

FZ2A-5 4.57E-07

FZ2A-6 1.32E-06

FZ2A-7 8.78E-06

FZ2B-1 7.95E-06

기반암 HRD 4.3E-10

표 3.3. 수리지질 모델 요소별 수리전도도

라. 지열구배

DB-01 공내 지하수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200 ～ 220 mabh를 기준으로 0～200

mabh(지표면 근처 혼합대 제외), 220～500mabh 구간에서 2개의 구배로 분석된다

(그림 3.3).

- 0～200 mabh : Temp (℃) = 0.013 (thermal gradient)(℃/m) × Depth (m) + 16.45 (℃)

- 220～500 mabh : Temp (℃) = 0.022 (thermal gradient)(℃/m) × Depth (m)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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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KURT 주변 지열 구배.

마. 단열대 방향성

단열의 방향성 분석은 시추공 단열조사(BHTV) 자료를 바탕으로 Dips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그림 3.4). 심부시추공(DB-01)의 500m에 대한 시추공 단열조사 결과,

1270개의 단열에 대한 정보가 얻어졌으며 물리검층과 코아로깅 및 코아사진로 확정

된 8개의 단열대를 Dip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테레오망에 투영함으로써 단열들

의 유사성과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NS, EW, NW 방향의 고

경사 단열대 및 저경사 단열대로 구분되었으며, 총 8개의 단열대에서 NW 방향이 5

구간, EW 방향이 2구간, NE 뱡향이 1구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 Dips를 이용한 전체 스테레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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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CANDU형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재활

용할 가능성이 적어 심부지하에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처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각 구성요소별 설계조건 및 설계입력, 선원항은 아래에 기

술한 바와 같다.

1) 설계조건 및 설계입력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냉각기

간, 처분용기 구성 및 용량, 완충재 특성, 암반 등에 대한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CANDU 사용후핵연료 : 연소도 8100 MWD/MTU, 30년 냉각

•CANDU 처분용기 :

- Nodular Cast Iron + 저온분사 구리코팅(10 mm)

- 용량 : CANDU 사용후핵연료 60번들용 바스켓 4단

- 크기 : D 1,280 mm x H 2,745 mm(Shoulder 85 mm 포함)

•완충재 : 경주 벤토나이트(칼슘 벤토나이트)

•암 반 : KURT 주변 암반

•처분터널/처분공 :

- 모 암 : 화강암반

- KBS-3V 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 인자인 열적 인자는 본보고

서의 선진핵주기 폐기물 평가 프로그램에 근거(연소도 8,100 MWD/MTU CANDU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회귀식)하여 산출하였다. 주요 구성별 열량특성은 아래에 나

타내었으며, 이를 시스템 설계를 위한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 Canister당 발열량 : 191.44 W/basket x 4 basket/canister

= 765.77 W/canister

- Borehole당 발열량 : 765.77 W/canister x 2 canister/처분공

= 1.53 kW/borehole



- 341 -

2) 선원항

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제 3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국내에서 중수로 원전에 대한 신규건

설계획은 없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중수로 4기를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연도별 발생량 및 누적량을 추정하였다. 처분물량 발생량은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

해 추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월성 1호기는 30년 운전, 그 외는 40년 운전기

간을 가정한 경우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호기에 대해 각

각 40년, 50년, 및 60년 운전기간을 가정한 경우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까지

인허가된 운전허가 연수를 가정한 경우이며, 그 외 시나리오는 설비개선 후 지속적

연장운전을 가정한 경우이다. 각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MtU) 예측 모델은

식(3.1)을 사용하였다. 식 (3.1)에서 

는 k호기에 대한 최종 사용후핵연료 발생 누

적량을 의미하며, 

는 기준연도까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실제 누적량, 


는 노

심을 구성하는 핵연료 총장전량, n은 기준연도부터 폐로 시까지 향후 운전기간을

의미한다.


 


 




 


(3.1)

여기서, 

는 k호기의 연평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한수원에서 제공한 값(97.3 MtU/yr)을 적용하였다. 그림 3.5는 이 모델을 이용

하여 평가한 각 경우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의 경우 2040년에 약 14,600톤을 나타냈으며, 세 번째의 경우 2050년에 약 19,500톤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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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

나) 사용후핵연료 특성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는 붕괴열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붕괴열량은 단위

면적당 우라늄 처분량으로 표기되는 처분밀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처분시스템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 2007년까지 발생한 중수로 사용후핵연

료를 대상으로 방출연소도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6은 월성 1호기

에서 각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방출연소도 현황을 통계 분석한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출연소도에 있어 증가추세 또는 감소추세

같은 특이한 경향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월성 2, 3,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

연료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월성원전 전호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방출연소도의 평균값은 6,987 MWd/MtU, 표준편차는 1,167로 나타났다. 표 3.4에

는 각 호기 및 월성 전호기를 대상으로 통계분석한 방출연소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가 기재되어 있다.



- 343 -

6,000

6,500

7,000

7,500

8,000

8,500

9,000

9,500

10,000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751

72
971

760 697 605
585730671 648

526646

491507434
597

547461

66
0

589690493
664

Mean= 6,937 MWD/MTU
STDev= 1167
Sample:Year 1985-2007

STDev

 

723

D
is

c
h
a
rg

e
 B

u
rn

u
p
 (

M
W

D
/M

tU
) 

  
  

  
 )

Year

그림 3.6. Burnup Distribution for Wolsong Unit 1.

Wolsong Unit
Discharge Burnup Distribution (MWD/MtU)

Mean Standard Deviation

Unit 1 6,923 941

Unit 2 7,005 1,123

Unit 3 6,858 1,249

Unit 4 7,010 1,188

Total 6,987 1,167

표 3.4 Burnup Distribution for Spent Fuels in Wolsong Units

다) 기준 사용후핵연료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방사선량 계산을 위해 먼저 기준 핵연료를 설

정하고 30년 동안 냉각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기초적인 정보를 ORIGEN-ARP

를 통하여 구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기준 사용후핵연

료에 대한 대표연소도 선정이 필요한데, 평균값에서 단일방향으로 1σ 유의수준을

설정하면 기준 사용후핵연료는 84%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대표 연소도는 8,100

MWd/MtU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할 경우 이 값을 초과하는 사용후핵연료 즉,

16%의 물량은 대표연소도보다 낮은 값을 갖는 84%의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처분용

기에 장전하면 사용후핵연료 평균연소도는 충분히 대표연소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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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산에 사용된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산 조건은

아래 표 3.5와 같다.

항목 내용

연료 종류 CANDU 37

초기농축도 0.711 wt% (natural uranium)

비출력 23.668 MW/MtU

기준연소도 8,100 MWd/MtU (342 days)

냉각기간 30 years

사용된 프로그램 ORIGEN-ARP 5.00 (2004년)

표 3.5.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산 조건

라)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및 붕괴열

(1)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중요한 핵종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종들은 주로 장반감기이거나 고발

열성, 고방사능 핵종들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경

우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종들 역시 처분관점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여

야 한다. 이러한 핵종들을 표 3.6에 나타내었으며, 본 계산에 모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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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241 Cm-246 Ni-63 Pu-239 Sr-90

Am-242 Cs-135 Np-237 Pu-240 Ta-182

Am-242m Cs-137 Np-238 Pu-241 Tc-99

Am-243 Eu-150 Np-239 Pu-242 Th-228

Be-10 Eu-152 Pa-233 Ra-224 Th-230

Bi-212 Eu-154 Pa-234m Rb-87 Th-231

C-14 Eu-155 Pb-212 Rn-220 Th-234

Cd-113m Hf-182 Pd-107 Se-79 U-232

Ce-142 Ho-166m Pm-145 Sm-146 U-234

Cl-36 I-129 Po-216 Sm-147 U-235

Cm-242 La-138 Pr-144m Sm-151 U-236

Cm-243 Nb-93m Pt-193 Sn-121 U-238

Cm-244 Nd-144 Pu-236 Sn-121m Y-90

Cm-245 Ni-59 Pu-238 Sn-126 Zr-93

표 3.6.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중요한 핵종 목록

(2) 핵종별 방사능 변화

표 3.6에 있는 핵종들을 대상으로 백만년 동안의 방사능 변화를 계산하여

그림 3.7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방열성 핵종이면서

단반감기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천년이내에 방사능이 소멸되지만, 악티

나이드 계열의 핵종과 테크니슘 등은 만년이상 계속 방사능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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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시간에 따른 핵종별 방사능 변화.

(3) 핵종별 붕괴열 변화

표 3.6에 있는 핵종들을 대상으로 백만년 동안의 붕괴열 변화를 계산하여 종

합적으로 그림 3.8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방열성 핵

종이면서 단반감기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1,000년 이내에 붕괴열이 소

멸되지만, 악티나이드 계열의 아메리슘과 플로토늄 등은 10,000년이상 계속 열

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시간에 따른 핵종별 붕괴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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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시스템 예비개념설계

가) 처분용기

처분시스템 설계조건에 따른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수송시스템 및

적재 열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번들 60다발용 Basket 4개를 적재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위한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열량 계산: 연소도 8100 MWD/MTU CANDU 사용후핵연료 30년 냉각 조건

Bundle 무게 : 19.0 kg

Basket 당 Bundle 수 : 60개

Canister 당 Basket 수 : 4개

•용기 내부 치수 : ID 1070 mm × H 2240 mm(560x4)

* ref : NTC-08-00119094

•외압 조건: 지하수압 (5 MPa), 완충재 팽윤압 (7 MPa)

•내압 조건 : 운반 및 임시저장 시 0.1 MPa의 내압 (PI - PO = 0.1 MPa)

•재료 강도 : 주철용기 항복응력 250 MPa

•재료 재질 : 내부 용기(Nodular cast iron: GCD400-15), 상하판(SGV450)

•구리 용기: 주철용기 벽면 1cm 두께 저온분사 코팅, 상하부 3cm 두께 단조판

•재료 밀도: 주철 밀도 : 7.2 g/cm3, 구리 밀도 : 8.9 g/cm3

또한, CANDU 처분용기 설계를 위한 처분용기가 수용할 수 있는 열량, 주철 용

기 두께 및 주철용기 볼트 사양 결정을 위한 기본 계산은 아래와 같다.

•Canister 열량 계산

- 연소도 8,100MWD/MTU CANDU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회귀식(표 3.7)

  



 (3.2)

Cooling

Time(yr)
C1 A1 C2 A2 C3 A3 y0

1≦t≦100 251.12 0.02442 5431.4 0.71648 0 0 47.23

100≦t≦1E+6 11.50 5.96E-05 33.255 0.00154 218.60 0.02183 0.71

표 3.7. 열계산 회귀식 상수

- 30년 냉각 발열량 : 167.9 W/MtU (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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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ndle당 발열량 : 0.1679 W/kgU x 19.0 kgU/bundle =3.19 W/bundle

- Basket당 발열량 : 3.19 W/bundle x 60 bundle/basket =191.44 W/basket

- Canister당 발열량 : 191.44 W/basket x 4 basket/canister =765.77 W/canister

- Borehole당 발열량 : 765.77 W/canister x 2 canister/borehole

= 1.53 kW/borehole

•주철 용기 두께 계산

- 몸체 두께 설정 순서

*KS B 6734 (1998) “6.2 외압을 받는 이음매 없는 원통 몸체” 규정 적용

1. 두께 t 설정 : 93 mm

2. 외경 D=ID+2t=1256 mm, 길이 L=2240mm, ID=1070mm

3. L/D=1.8, D/t=13.5 계산

4. 3의 값들을 기준으로 A 값 추출 : 0.017

5. 4의 A값, 탄소강 재료 강도(235MPa) 및 적용온도 150oC 이하 기준

B 값 추출 : 122

6. 최고 허용 외압 Pa의 계산

 
 

 

7. Pa>P(=12.0MPa) 만족하도록 t를 설정

P(외압하중) = GP(수압) +BSP(팽윤압) = 5 MPa + 7 MPa = 12 MPa

8. 몸체 두께 : 95 mm로 설정

- 평판 두께 설정 순서

*KS B 6734 (1998) “5.5 용접에 의해 부착되는 평경판” 규정 적용

1. 평경판 계산 두께 : 

 





d : 경판 지름 =1070 mm (용기 내경)

C : 부착 방법에 따른 정수

P : 설계압력 = 12 MPa (외압하중)

: 설계 온도에서의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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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효율 (맞대기 용접에서는 1)

2. C의 결정 = 0.33

경판 용접 형태에 따른 C 값 설정

3. 의 결정 = 146 MPa

KS B 6733 (2003) 부표 1.2 중-상온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판

SGV450 100oC에서의 기본 허용 응력 146 MPa 적용

4. 의 계산 = 176.2 mm

5. 평판 두께 180 mm (  )로 결정

•주철 용기 볼트 사양

주철용기와 마개(Lid) 부분 사이에 들어가는 체결용 볼트의 하중 조건을 계산하

며, 이 조건은 처분용기가 지층처분되기 전, 저장-운반 과정에 겪을 수 있는 하중을

산정하여 설정하였다.

- 내압에 의한 하중 조건

내압 조건은 없으나, 보수적으로 용기는 0.1 MPa의 내압이 걸린다고 가정함.

  

내압하중의 계산 (KS B 6715 4.3. 볼트하중 참조)

  


  

P : 0.1 MPa=1.02 kg/cm2

G : 개스킷 반력원 지름, 여기서는 밀폐용 O링 중심원 지름≒111 cm

- 크레인 인양시 자중에 의한 하중 조건, 

용기를 수직으로 인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중은 Lid를 제외한 용기의 하부

무게가 되며, 하부 무게의 계산은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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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cm) 높이(cm) 부피(cm3) 밀도(g/cm3) 무게(ton)

주철용기

몸체 내부 107 233 2094079

몸체 전체 126 233 2903800

벽체 전체-내부= 809720.4

바닥판 126 18 224327.9

Total 벽체 + 바닥판 = 1034048 7.2 7.45

내부 basket 1.9 ton x 4 ea = 7.6

구리

코팅

몸체 내부 126 251 3128128

몸체 전체 128 251 3228221

벽체 전체-내부= 100093.8

바닥판 128 3 38584.32

Total 벽체 + 바닥판 = 138678.1 8.9 1.23

Total 자중   16.28

표 3.8.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원

- O-링 죔 하중 : 지극히 낮다고 보고 무시.

- 볼트의 유효 단면적( ) 계산

 


 

 : 사용온도에서의 볼트 재료의 기본 허용 응력

STS304L 40oC 기본 허용 응력 = 117 N/mm2 =11.9 kg/mm2

참조) KS B 6733 (2003) 부표 2.1 철강 재료의 기본 허용 응력

- 볼트의 실제 단면적() 계산

 × 

 : 사용볼트의 유효 단면적, M27 미터 보통 나사 규격 =459 mm
2

참조) KS B 0249 표 1

n : 볼트의 수 = 6

- 설계된 처분용기는  ≥ 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완충재

(1) 완충재 기능 및 특성

심지층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공학적방벽의 주요 구성요소인 완충재의 주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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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다음에 나열한 바와 같다.

- 지하수 유입 최소화 및 용해 핵종 유출 저지

- 외부의 역학적 충격으로부터 폐기물/처분용기 보호

- 붕괴열 발산 및 처분터널 주변 균열 밀봉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스템을 위한 완충재의 성능기준 및 국내에서 생산되

는 완충재료인 경주 벤토나이트의 물성값은 표 3.9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기준 벤토나이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비중 : 2.74

- 초기 함수량 : 13%

- 건조밀도 : 1.6 g/cm3

- 공극률 : 0.41

항 목 단 위 성능 기준 Bentonite 물성

Dry Density Mg/m3 > 1.6

Hydraulic Conductivity m/s < 10-12 3 x 10-13

Swelling Pressure MPa < 15 3

Mechanical Properties

-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MPa > 4.9 5.0

- Young's modulus ×102 MPa > 5.9 5.9

- Poisson's ratio 0.05 ~0.21 0.18

- Cohesion kPa 500 ~1000 1000

- Internal friction angle degree 27~37 37

-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m2/yr 0.018~0.115 0.018

Thermal conductivity W/m oK > 0.8 0.8

Organic carbon content wt% < 0.3

Specific heat kJ/kg K 1.0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K 2.5 x 10-4

Suction potential MPa 50

Coefficient of volume compressibility M2/MN 0.021

Compression Index 0.14

표 3.9. 완충재 성능기준 및 경주 벤토나이트 물성값

(2) 완충재 설계

(가) 완충재 두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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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는 처분시스템내로의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처분용기 내부의 방사성물질

이 누출될 경우 방사성물질이 인간환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공학적

방벽 요소이다. 하지만,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주요한 인자인 방사성폐

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을 발산시키는 기능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

우면 지하수 유입 및 누출 방사성폐기물의 외부 확산 방지성능은 높지만, 열 발산

성능이 낮게되므로,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최적의 완충재 두께설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께 설정인자를 핵종유츌 저지능에 따른 벤토나이트 두께범위를 설

정한 후 열정성능 및 역학적 성능을 고려하였다.

• 두께 설정 인자

- 핵종유출 저지능에 따른 벤토나이트 두께 범위 : 250 - 500 mm

- 벤토나이트 두께에 따른 열적 성능 영향 : 두께 얇을수록 유리

- 역학적 성능에 따른 벤토나이트 두께 : 두꺼울수록 유리

• 두께 설정

-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면 간격 : 400 mm로 설정

. 처분용기 - 벤토나이트 블록 Clearance : 10 mm

. 벤토나이트 블록 - 처분공 Clearance : 30 mm

- 벤토나이트 블록 Dimension

. 디스크형 블록(처분용기 하부 및 상부) : D 2,020 mm x H 500 mm

. 환형 블록(용기 측면) : OD 2,020 (ID 1300) mm x H 500 mm

(나) 완충재 무게 및 취급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대해서 설정된 완충재 두께를 기준으로 완충재 블록

은 처분공에서의 처분용기 상하부를 위한 디스크형 블록과 처분용기 측면을 위한

환형 블록을 설계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무게 및 취급방안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 디스크형 블록 무게 : 부피 × 밀도 = 1.6 m3 × 1.6 t/m3 = 2.56 ton

• 환형 블록 무게 : 부피 × 밀도 = (1.6 - 0.663) m3 × 1.6 t/m3 = 1.5 ton

• 완충재 취급 방안 : 진공 압착 방식 취급장비로 취급 (그림 3.9 개념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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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완충재 블록 취급 개념도.

다) 처분 모듈 : 처분 공 및 처분터널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의 공학적방벽인 처분용기 및 완충재

블록 개념을 바탕으로 KBS-3 개념의 수직처분방안 처분모듈로서 처분공과 처분터

널 개념을 설계하였다.

(1) 처분공 설계

(가) 처분공 규모 설정 인자

- 처분용기 및 완충재 제원

- 처분용기/완충재 취급을 위한 여유 간극

(나) 처분공 설계

- 처분공 직경 : 2,080 mm

. 처분용기(1,280) + 취급 간극(10×2) + 완충재 (360×2) + 취급간극(30×2)

- 처분공 높이 : 7,990 mm

. 처분용기(2,745×2단, 환형 블록 11단) + 바닥판(디스크형 블록 : 500) + 용기

상부(디스크형 블록 4단 : 500×4)

- 처분공 당 굴착량 : 27.1 m3

지름 높이 부피

2.08 7.99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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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공 당 벤토나이트 량 : 18.4 m3

* 처분용기 부피 (2단 : 7.06 m3 ), 간극 부피 (1.77 m3 : 0.22 + 1.54)

소요 수 단위부피 총 부피

환형 11 0.94 10.32

디스크형 5 1.60 8.01

합 계 18.33

(2) 처분터널 설계

(가) 처분터널 규모 설정 인자

- 처분공 굴착장비 제원 및 작업 범위

- 처분용기/완충재 취급장치 제원 및 작업 범위

(나) 처분 터널 설계 (그림 3.10)

- 처분터널 폭 : 3,900 mm

. 처분공 직경(2,080) + 정치장치 공간 (700×2) + 여유간격 (210×2)

- 처분터널 높이 : 4,100 mm

. 처분공 상부(200) + 운반차량 차폐(300×2) + 처분용기(2,745) + 여유간격(555)

- 처분터널 단면적 : 14.21 m2

그림 3.10. 처분용기 취급 장비를 고려한 처분터널 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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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다양한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연구로인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사

용후핵연료는 CANDU 사용후핵연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부지하에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각 구성요소별 설계조

건 및 설계입력, 선원항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1) 설계 조건 및 설계 입력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준 사용후핵연료, 이에 대한 처

분용기, 완충재 등 공학적방벽 및 자연방벽에 대한 조건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기준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 연소도 100 GWD/MTU, 30년 냉각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

- 주철 + 저온분사 구리코팅(10 mm)

- 용량 :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60번들용 바스켓(OD 1,067 mm × 1,022 mm) 1단

- 크기 : D 1,280 mm × H 1,530 mm(Shoulder 85 mm 포함)

•완충재 및 암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동일

또한,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설계입력으로서의 열적 특성은 기준

사용후핵연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식으로부터 산출하여 처분용기 당 열량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연소도 100 GWD/MTU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회귀식

•처분용기 당(바스켓 당) 발열량 :

- 36 봉 : 4.48 W/bundle x 60 bundle/basket = 268.83 W/basket(canister)

- 18 봉 : 2.57 W/bundle x 60 bundle/basket = 154.09 W/basket(canister)

•처분공 당 발열량 :

- 36 봉 : 268.83 W/canister x 3 cani./처분공 = 0.81 kW/처분공

- 18 봉 : 154.09 W/canister x 3 cani./처분공 = 0.47 kW/처분공

2) 선원항

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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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원자로의 주기길이는 23～28일이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간 9주기 운

전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노심에는 36봉 핵연료집합체가 20개, 18봉 핵연료집합체

가 12개 장전되어 운영 중이며, 각 주기가 끝날 때마다 36봉 핵연료집합체 3개, 18

봉 핵연료집합체 2개, 즉 5개의 다발을 교체한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발생되는 사

용후핵연료의 양은 36봉 핵연료집합체가 27개, 18봉 핵연료집합체가 18개로 총 45

개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작업수조에 임시보관 하였다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로 이송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량은 36봉 다발이 600개, 18봉 다발이

432개 이며, 이 용량은 약 20년간 전출력 운전에서 발생하는 핵연료와 서울 TRIGA

연구용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지만, TRIGA 연구

용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1998년 미국으로 이송되었다. 저장조는 3층으

로 된 격자에 저장상자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구조이며,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7년 11월 기준으로 36봉 핵연료집합체가 194개, 18봉 핵연료집합체가 106개

저장되어 있다. 이를 우라늄 질량으로 환산하면 약 559 kg이 된다.

집 합 체
발 생 량

다발 우라늄 무게 (iHMtonU)

36봉 핵연료집합체 194 0.426

18봉 핵연료집합체 106 0.133

총 계 300 0.559

표 3.10.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2007년 11월 기준)

하나로 운영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추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간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였다.

○ 연간 10주기 운전 (28일운전, 일주일 재장전)

○ 주기당 36봉 핵연료집합체 3개, 18봉 핵연료집합체 2개가 방출(총 5다발 방출)

○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냉각풀 중 TRIGA 사용후핵연료 공간은 36봉 핵연료집합

체 저장 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

○ 연간 89kg(우라늄 기준) 사용후핵연료 발생

○ 2005년 시점부터 17년 추가 운전하여 2022년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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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가정을 적용하여 얻어진 포화시점 2022년말 기준 예상 발생량은 표 3.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봉 사용후핵연료집합체 713다발, 18봉 사용후핵연료집합체

432다발로, 총 1,145다발이며, 이의 질량은 약 2.1톤이다.

하나로의 예상수명을 고려할 때, 2022년에 운전종료는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현재의 저장용량을 1.6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저장 공간의 조밀 격자화도 고려하고 있다.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

할 때, 최종 예상발생량은 약 3톤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체
발생량

다발 우라늄 무게 (iHMtonU)

36봉 핵연료집합체 713 1.531

18봉 핵연료집합체 432 0.528

총 계 1,145 2.058

표 3.11.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 (2022년 말 기준)

나) 사용후핵연료 특성

핵연료는 고밀도의 U3Si 입자가 고순도의 알루미늄 기지(matrix)에 분산된 형태

로서 61.4w/o의 U3Si와 38.6w/o의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합물 U3Si는

3.96w/o의 Si을 함유한다.

핵연료의 농축도는 높은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 저농축우라늄의 한계치인

19.75w/o가 사용된다. 핵연료집합체는 표준 핵연료봉과 축소 핵연료봉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표준 핵연료봉은 직경 6.35 mm의 표준 핵연료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소 핵연료심은 직경 5.49 mm의 축소 핵연료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피복

관을 포함한 외경의 크기는 같으며, 70 cm의 길이를 갖는다. 피복재와 봉단 마개는

모두 AA-1060이 사용되며 피복재에는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열적․기계적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8개의 핀이 부착되어 있다.

하나로는 두 종류의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는데, 육각형의 유동관에 장전되는

36봉 핵연료 집합체는 18개의 축소 핵연료봉과 18개의 표준 핵연료봉으로 이루어있

으며, 원통형 유동관에 장전되는 18봉 핵연료 집합체는 18개의 표준 핵연료봉으로

구성된다. 핵연료 집합체 중심에는 모두 지르칼로이로 구성된 지지봉이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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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iver Assembly (36 element bundle)

Shape 12 mm triangular pitch

Hexagonal array

Length (mm) 961

Number of Element 36

• standard core element 18

• reduced core element 18

Mass of Bundle (g) 6784

Mass of fuel meat (g) 3719

Mass of uranium (g) 2169

Mass of U-235 (g) 428

Initial linear fissile content (g U-235 /cm)

• standard core element 3.55

• reduced core element 2.64

Element pitch (mm) (nominal) 12

Element spacing (center to center)

- at end plate (mm) (nominal) 12.0

Pitch circle diameters (reference)

- inner row (mm) 24.0

- intermediated row (mm) (two diameters) 41.57 and 48.0

- outer row (mm) (two diameters) 63.50 and 71.6

End plate

- thickness (mm) 8

- dimensions across flats (mm) 73.8 (nominal)

Central Rod - material Zircaloy-4

- diameter - outer 8.0 (nominal)

- flat to flat (mm) 6.05 (nominal)

- length (mm) 894.6

표 3.12. 하나로 36봉 핵연료집합체 제원

를 이용하여 하부 그리드판에 핵연료를 고정시킬 수 있다.

발전용 상업로와 비교하여 핵연료 측면에서 다른 특징은 다양한 실험지원이 가능

하도록 높은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 저농축우라늄의 한계치인 19.75%의 농축도를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상업로 핵연료의 경우 길이가 400 cm 정도이나, 하나로 핵

연료의 경우 70 cm로 매우 작다는 것이다. 또한, 핵연료집합체 한 개당 우라늄 장

전량이 상업로의 경우 430 kg 정도이나, 하나로 핵연료의 경우 1∼ 2 kg 정도로 매

우 작다. 표 3.12 및 표 3.13에는 18봉 및 36봉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일반적인 제

원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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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river Assembly (18 element bundle)

Shape cylindrical

Length (mm) 961

Number of Element 18

Mass of bundle (g) 3848

Mass of fuel meat (g) 2131

Mass of uranium (g) 1244

Mass of U-235 (g) 246

Initial linear fissile content (g U-235/cm)

• standard core element 3.55

Element pitch (mm) nominal 12

Element spacing

- at end plate (mm) 12

Pitch circle diameters (reference)

- inner row (mm) 24

- outer row (mm) 47.18

End plate

- thickness (mm) 8.0

- outer diameter 59.4 (nominal)

Central Support Rod - material Zircaloy-4

- Diameter - outer (mm) 8.0 (nomonal)

Flat-to-flat (mm) 6.05 (nominal)

Length (mm) 894.6

표 3.13. 하나로 18봉 핵연료 집합체 제원

핵연료 집합체 중심에는 모두 지르칼로이로 구성된 지지봉이 있으며, 이를 이용

하여 하부 그리드판에 핵연료를 고정시킬 수 있다. 각 연료의 자세한 모습은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하나로 핵연료 다발 (위쪽: 36봉 다발, 아래쪽: 18봉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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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 사용후핵연료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방사선량 계산을 위해 먼저 기준 핵연료를 설

정하고 30년 동안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기초적인 정보를 ORIGEN-ARP

를 통하여 구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산 조건은 표

3.14에 나타내었으며, 핵연료의 연소이력은 표 3.15에 나타내었다.

항목 내용

연료 종류 HANARO 36 pin

초기농축도 19.75 wt%

기준연소도 100,000 MWd/MtU

냉각기간 30 years

사용된 프로그램 ORIGEN-ARP 5.00 (2004년)

표 3.14.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산 조건

Irradiation
history

Power/basis

[W/gU]

Time

(days)

Burnup

[MWD/MTU]

cycle 1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2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3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4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5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6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7 510.2 28 14285.7

표 3.15. 하나로 핵연료 연소이력

라)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및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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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성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및 붕괴열 평가에는 ORIGEN-ARP 코드를 사용

하였다. ORIGEN-ARP 코드가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분석에 적합한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내장하고 있지 않아,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SCALE 코

드 시스템내의 SAS2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그림 3.12는 실제 하나로 핵연료봉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림 3.13은 하나로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기 위해 단

순화된 모델을 나타낸다. 표 3.16에는 핵반응단면적라이브러리를 생성하기 위해 사

용된 기초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6에 다시 제시한 이유는 하나로 사용후핵연

료의 방사선원항 평가용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상세히 제

공하기 위함이다.

그림 3.12. 하나로 핵연료봉 형상.

그림 3.13. 계산에 고려된 핵연료집합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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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general data

   Bundle type

   Number of fuel rods

   Number of tie rods

   Water temperature, °C

   Water density, g/cc

   Uranium mass, g U / bundle

   Assembly pitch, cm

Fuel rod data

   Type fuel

   Enrichment

   Fuel density, g U/cm3

     
Fuel composition

   Rod pitch, cm 

   Fuel OD, cm 

   Clad OD, cm (without fins)

   Clad OD, cm (over fins)

   Active fuel length, cm

   Effective fuel temperature, K

   Clad material

   Clad temperature, K

Hexagonal flow tube data

   Inside flat-to-flat diameter, cm 

   Outer diameter, cm 

   Tube material

Hex element driver

36

1

40 °C

0.9922

2487

8.01

U3Si-Al

19.75

3.15

U 58.3 wt%, Si 2.2%, Al 39.5 %

1.2

0.635

0.787

0.991

402

Aluminum Type AA1060

364

7.44

7.60

Zircaloy

표 3.16. 하나로 36  핵연료집합체 주요 제원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성한 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축도  연소도에 따른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성하기 한 SAS2 입력문

을 만들었다.  상업로의 경우는 농축도가 여러 가지이므로 보통의 경우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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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2

 HANARO Reactor 36-element Bundle

238groupndf  latticecell

arbm-u3si 5.4 2 0 1 0 14000 3 92000 1 1 0.614 402 

     92235 19.75 92238 80.25 end

al      1 den=5.4  0.386 402 end

zr-94  1 0 1-20 402  end

eu-154 1 0 1-20 402  end

eu-155 1 0 1-20 402  end

gd-160 1 0 1-20 402  end

'Clad

AL    2  1  364.  end   

'Moderator

h2o   3 den=0.99216 1  313.  end                                

zirc4 4  1 313. end

end comp

'

' --- fuel latticecel geometry:                  

   

triangpitch  1.2 0.635 1 3 0.991 2 end

'                                                                          

     

' --- assembly and cycle parameters ---

표 3.17. 36  핵연료집합체 핵반응단면  생산을 한 SAS2 입력문(일부)

3%, 4%, 5%의 기 농축도에 해 연소도별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만든다. 

이를 해서는 각 농축도에 상응하는 입력문이 한 개씩 필요하며 따라서 총 다섯 

개의 입력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로 핵연료의 경우에는 단일 농축도를 사용하

므로 19.75%에 한 한 개의 입력문으로도 충분하다.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는 25개의 연소시 에 해 100,000 MWD/MTU까지 생

성하 으며, 이 에서 ARPLIB 모듈을 이용하여 0, 4637.5, 13,912.4, 23,187.4, 

32,462.4, 41,737.3, 51,012.3, 60,287.3, 69,562.2, 78,837.2, 88,112.2, 97,387.1 

MWD/MTU, 12개의 연소시 에서 생성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만을 취하여 하

나로 36  핵연료집합체 분석용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만들었다.  하나로 36

 핵연료집합체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생산을 한 SAS2 입력문은 표 3.17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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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elngth set for 1 kg u

npin=36  fuelngth=78.63 ncycles=3 nlib/cyc=1                               

printlevel=4  lightel=1  inplevel=2  numz=6 end

4 0.394 3 0.575 500 3.832 3 3.906 4 3.990 3 4.205

'

' Start power history

'

power=1.154 burn= 70.0 down= 1 end 

'

' ***end power history

'

' light elements

 si 0.086

end                                                                      

이 게 생성된 라이 러리를 실제 이용하기 해서는 SCALE 시스템 내에 라이

러리 정보 일에 입력해야 한다.  만일 SCALE이 설치된 경로가 “C:\scale5"라고 한

다면, "C:\scale5\data\arpdata.txt" 일의 내용에 생성한 라이 러리명과 연소시

을 기재하고, "C:\scale5\data\arplibs" 폴더 에 생성한 라이 러리를 복사하면 사

용이 가능하다. 재까지 설명한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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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하나로 핵연료 라이브러리 생성 절차.

(2) 방사선원항 계산 조건 및 가정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및 붕괴열량 평가는 36봉 핵연료집합체를 대상으

로 하였다. 평가 시 기준값으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산 조건은 표

3.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소계산에 필요한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는 앞서 생

성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방출연소도의 기준 값은 하나로에서 기준에 방출된 사용후핵연료가 갖는 연소도

를 분석하여 보수적인 값을 선정하였으며, 최근 선진국들의 처분장 안전성 평가 시

에 적용되는 시간이 백만 년인 것을 감안하여 100만년까지 평가하였다. 평가시 적

용한 비출력밀도는 510 W/gU이며,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은 표 3.19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종들은 주로 장반감기이거나 고발열성,

고방사능 핵종들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경우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종들 역시 처분관점에서는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핵종들을 표 3.20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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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연료 종류 HANARO 36 pin

초기농축도 19.75 wt%

기준연소도 100,000 MWd/MtU

냉각기간 0 ~  years

사용된 프로그램 OrigenArp 5.00 (2004년)

표 3.18.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산 조건

Irradiation
history

Power/basis

[W/gU]

Time

(days)

Burnup

[MWD/MTU]

cycle 1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2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3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4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5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6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 7 510.2 28 14285.7

표 3.19. 하나로 핵연료 연소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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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241 Cm-246 Ni-63 Pu-239 Sr-90

Am-242 Cs-135 Np-237 Pu-240 Ta-182

Am-242m Cs-137 Np-238 Pu-241 Tc-99

Am-243 Eu-150 Np-239 Pu-242 Th-228

Be-10 Eu-152 Pa-233 Ra-224 Th-230

Bi-212 Eu-154 Pa-234m Rb-87 Th-231

C-14 Eu-155 Pb-212 Rn-220 Th-234

Cd-113m Hf-182 Pd-107 Se-79 U-232

Ce-142 Ho-166m Pm-145 Sm-146 U-234

Cl-36 I-129 Po-216 Sm-147 U-235

Cm-242 La-138 Pr-144m Sm-151 U-236

Cm-243 Nb-93m Pt-193 Sn-121 U-238

Cm-244 Nd-144 Pu-236 Sn-121m Y-90

Cm-245 Ni-59 Pu-238 Sn-126 Zr-93

표 3.20.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중요한 핵종 목록

(3) 방사능 및 붕괴열 계산 결과

앞서 표에 제시한 핵종들을 대상으로 백만 년 동안의 방사능 변화를 계산하여 종

합적으로 그림 3.15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방열성 핵종이

면서 단 반감기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의 자핵종 이트륨 등은 천년이내에 방사능

이 소멸되지만, 악티나이드 계열의 핵종과 테크니슘 등은 만년이상 계속 방사능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붕괴열에 대한 계산결과는 종합적으로 그림 3.1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고방열성 핵종이면서 단 반감기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천년이내에

붕괴열이 소멸되지만, 악티나이드 계열의 아메리슘과 플루토늄 등은 만년이상 계속

열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전용 상업로에서 방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와 달리,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방출연소도가 높아 고열량의 붕괴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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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시간에 따른 핵종별 방사능 변화.

그림 3.16. 시간에 따른 핵종별 붕괴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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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시스템 예비개념설계

가) 처분용기

하나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처분용기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60다발용

Basket 1개를 저장하는 심지층처분용기로 설계하였으며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열량 계산: 연소도 100GWD/MtU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30년 냉각 조건

Bundle 당 U : 2.193 kg(36봉), 1.257 kg(18봉)

Bundle 총무게 : 19.6 kg(36봉), 12.7 kg(18봉) Ref)TR-6741/96

Basket 당 Bundle 수 : 60개

Canister 당 Basket 수 : 1개

•용기 내부 치수 : ID 1070 mm x H 1025 mm

Ref) NTC-08-00119094 (Candu basket 사양 참조)

•외압 조건: 지하수압(5 MPa), 완충재 팽윤압(7 MPa)

•내압 조건 : 운반 및 임시저장 시 0.1 MPa의 내압 (PI - PO = 0.1 MPa)

•재료 강도 : 주철용기 항복응력 250 MPa

•재료 재질 : 내부 용기(Nodular cast iron: GCD400-15), 상하판(SGV450),

•구리 용기: 주철용기 벽면 1cm 두께 저온분사 코팅, 상하부 3cm 두께 단조판

•재료 밀도: 주철 밀도 : 7.2 g/cm3, 구리 밀도 : 8.9 g/cm3

상기 설계조건을 기반으로하여 처분용기 설계는 선원항으로부터 도출한 붕괴열

회귀식과 심도 500 m에서의 처분환경을 고려한 하중을 적용하여 설계 계산을 수행

하였다.

(1) Canister 열량 계산

- 연소도 100GWD/MtU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회귀식

  



 (3.3)

Cooling

Time(yr)
C1 A1 C2 A2 C3 A3 y0

1≦t≦100 3940 0.0269 62274 0.7273 0 0 285.1

100≦t≦106 3292 0.0221 113.36 0.0017 19.79 5.3x10-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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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냉각 발열량 : 2043.1 W/MtU (회귀식)

- Bundle당 발열량 : 36봉 2.0431 W/kgU×2.193 kgU/bundle =4.48 W/bundle

18봉 2.0431 W/kgU×1.257 kgU/bundle =2.57 W/bundle

- Basket당 발열량 : 36봉 4.48 W/bundle×60 bundle/basket =268.83 W/basket

18봉 : 2.57 W/bundle×60 bundle/basket =154.09 W/basket

(2) 주철 용기 두께 계산

- 몸체 두께 설정 순서

*KS B 6734 (1998) “6.2 외압을 받는 이음매 없는 원통 몸체” 규정 적용

•두께 t 설정 : 95 mm

•외경 D=ID+2t=1260 mm, 길이 L=1025mm, ID=1070mm

•L/D=0.8, D/t=13.3 계산

•3의 값들을 기준으로 A 값 추출 : 0.045

•4의 A값, 탄소강 재료 강도(250MPa) 및 적용온도 150oC 이하 기준

B 값 추출 : 119 (KS B 6734 부도 2 b) 참조)

•최고 허용 외압 Pa의 계산

 
 

 

•Pa≧P(=12.0MPa) 만족 (t=95mm의 설정에서)

P(외압하중) = GP(수압) +BSP(팽윤압) = 5 MPa + 7 MPa = 12 MPa

• 몸체 두께 : 95 mm로 설정

- 평판 두께 설정 순서

*KS B 6734 (1998) “5.5 용접에 의해 부착되는 평경판” 규정 적용

•평경판 계산 두께 : 

 





d : 경판 지름 =1070 mm (용기 내경)

C : 부착 방법에 따른 정수

P : 설계압력 = 12 MPa (외압하중)

: 설계 온도에서의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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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효율 (맞대기 용접에서는 1)

•C의 결정 = 0.33

경판 용접 형태에 따른 C 값 설정

•의 결정 = 146 MPa

KS B 6733 (2003) 부표 1.2 중-상온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판 SGV450

100oC에서의 기본 허용 응력 146 MPa 적용

•의 계산 = 176.2 mm

•평판 두께 180 mm (  )로 결정

(3) 주철 용기 볼트 사양

주철용기와 마개 부분 사이에 들어가는 체결용 볼트의 하중 조건을 계산한다.

이 조건은 처분용기가 지층처분되기 전, 저장-인양 과정에 겪을 수 있는 하중을 산

정하여 설정하였다.

•내압에 의한 하중 조건

내압 조건은 없으나, 보수적으로 용기는 0.1 MPa의 내압이 걸린다고 가정함.

  

내압하중의 계산 (KS B 6715 4.3. 볼트하중 참조)

  


  

P : 0.1 MPa=1.02 kg/cm2

G : 개스킷 반력원 지름, 여기서는 밀폐용 O링 중심원 지름≒111 cm

•크레인 인양시 자중에 의한 하중 조건, 

용기를 수직으로 인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볼트에 걸리는 자중은 Lid를 제외한

용기의 하부 무게가 되며, 하부 무게의 계산은 표 3.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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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cm) 높이(cm) 부피(cm3) 밀도(g/cm3) 무게(ton)

주철용
기

몸체
내부

107 114.5 1029065

몸체
전체

126 114.5 1426975

벽체 전체-내부= 397909.8

바닥판 126 18 224327.9

Total 벽체 + 바닥판 = 622237.7 7.2 4.48

내부 basket 1.93 ton (36봉), 1.53ton(18봉)

구리

코팅

몸체
내부

126 132.5 1651302

몸체
전체

128 132.5 1704141

벽체 전체-내부= 52838.35

바닥판 128 3 38584.32

Total 벽체 + 바닥판 = 91422.67 8.9 0.81

Total 자중 (36봉)   7.22

표 3.21.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원

* 내부 basket 무게 = 19.6 kg/bundle(36봉)×60 bundle + 750 kg/basket shell

* 내부 basket 무게 = 12.7 kg/bundle(18봉)×60 bundle + 770 kg/basket shell

* Basket shell 무게 : CANDU basket shell 484 kg으로부터 추정

•O-링 죔 하중 : 지극히 낮아 무시.

O링 4종D 8x1108mm G : 단면직경 8mm, 링 내경 1108mm,

재질-내열용elastomer, 용도-고정용

•볼트의 유효 단면적( ) 계산

 


 

 : 사용온도에서의 볼트 재료의 기본 허용 응력

STS304L 40oC 기본 허용 응력 = 117 N/mm2 =11.9 kg/mm2

참조) KS B 6733 (2003) 부표 2.1 철강 재료의 기본 허용 응력

•볼트의 실제 단면적() 계산

 × 

 : 사용볼트의 유효 단면적, M27 미터 보통 나사 규격 =459 mm2

참조) KS B 0249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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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볼트의 수 = 4

•설계된 하나로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 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18봉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경우도 보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완충재

(1) 완충재 기능 및 특성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공학적방벽의 주요 구성요소인 완충재

의 주요 기능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같다.

(2) 완충재 설계

(가) 완충재 두께 설정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동일하다.

(나) 완충재 무게 및 취급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완충재 블록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다) 처분 모듈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의 처분터널 주변환경은 CANDU 사용

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서와 동일하게 KURT 주변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공학적 방벽인 처분용기 및 완충재 블록 개념을 바탕으로 KBS-3 개념의 수직처분

방안 처분모듈로서 처분공과 처분터널 개념을 설계하였다.

(1) 처분공 설계

(가) 처분공 규모 설정 인자

- 처분용기 및 완충재 제원

- 처분용기/완충재 취급을 위한 여유 간극

(나) 처분공 설계

- 처분공 직경 : 2,080 mm

. 처분용기(1,280) + 취급 간극(10×2) + 완충재 (360×2) + 취급간극(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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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공 높이 : 7,090 mm

. 처분용기(1,530×3단, 환형 블록 11단)+바닥판(500)+용기상부(500×4)

- 처분공 당 굴착량 : 24.1 m3

지름 높이 부피

2.08 7.09 21.1

- 처분공 당 벤토나이트 량 : 16.64 m3

* 처분용기 부피 (3단 : 5.90 m3 ), 간극 부피 (1.56 m3 : 0.19 + 1.37)

소요 수 단위부피 총 부피

환형 9 0.94 8.44

환형 (100) 1 0.19 0.19

디스크형 5 1.60 8.01

합 계 16.64

(1) 처분터널 설계

(가) 처분터널 규모 설정 인자

- 처분공 굴착장비 제원 및 작업 범위

- 처분용기/완충재 취급장치 제원 및 작업 범위

(나) 처분 터널 설계

- 처분터널 폭 : 3,900 mm

. 처분공 직경(2,080)+정치장치 공간(700×2)+여유간격 (210×2)

- 처분터널 높이 : 4,100 mm

. 처분공 상부(200)+운반차량 차폐(300×2)+처분용기+간격(555)

- 처분터널 단면적 : 14.21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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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가. 개념설정

1) 파이로 공정 물질 수지 분석

파이로 공정 물질수지 분석은 경수로원자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

정인 파이로공정(Pyro-process)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폐기물의 물량 및 특성을 분

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이로공정에서 발생된 고준위 폐기물의 물량 및 특성 자

료는 향후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처분장 건설에 필요

한 직접적인 설계인자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파이로공정를 통한 건식재처리를 할 경우, 우라늄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처분해야 할 고준위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한국원

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하여 실증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매년 파이로공정은 개선되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기준 핵연료가 농축도 4.5%,

연소도 45,000 MWd/tU, 냉각기간 5년에서 농축도 4.5%, 연소도5,000 Mwd/tU, 냉

각기간 10년으로 변경되어 물질수지에 큰 변화가 발생되었다. 이외에도 공정폐기

물을 고화시키는 방법으로 LiCl 환원공정에서 폐용융염을 기존 산화추출법에서 결

정화법으로 수정하고 SAP(silicone-aluminium-phosphate) 결합제를 이용한 고화법

이 개발되었으며, 또한 LiCl-KCl 정련공정의 폐용융염의 고화법을 기존의 유리화

기술에서 세라믹상의 Mozanite로 전환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폐기물량이 많이 줄어

들었다. 표 3.22에 Pyro-process의 주요 변화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분에서는

새롭게 2009년에 작성된 Ver. 2.6.0을 기준으로 Pyro-process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을 분석하고 그 물량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가) 파이로공정 변화

전체적인 파이로공정의 흐름은 유지한 채 세부 공정의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인

공정도식은 그림 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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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Date Version-up 주요내용

2.0.0 2008-07-07 -기작성된Version1은기준SF가농축도4.5%,연소도45,000M

Wd/tU,냉각기간5년이었음.

-이를 변경하여 농축도4.5%, 연소도55,000Mwd/tU,

냉각기간 10년으로 변경함
2.5.1 2008-07-08 -기준핵연료 변경에 따른 염폐공정 수정

2.1.0 2008-07-16 -핵주기시스템공정자료보완 : Decladding/Voloxidation &

① ② 작성

2.1.1 2008-07-17 -전체 공정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한 수정,보완

2.2.1 2008-07-29 -전해환원 중심의 Cs, Sr 및 TRU 처리효율 수정

2.3.2 2008-09-25 -전해정련공정 중심의 Cs, Sr 및 TRU 이동경로 수정

2.3.3 2008-10-25 -전해정련공정 중심의 Cs, Sr 및 TRU 처리효율 수정

2.4.1 2008-11-05 -전해제련의 Draw down 공정 수정

2.4.2 2008-11-12 -전해제련의 Draw down 공정 및 분배계수 수정

2.5.1 2008-11-24 -염폐기물 고화체 제조혼합비 수정

2.4.3 2008-11-25 -전해제련의 Draw down 공정 및 분배계수 수정 +

comment 수정

2.5.2 2008-11-27 -염폐기물 LiCl 재생효율 수정

2.5.3 2009-05-29 -고온 및 저온 Voloxidation자료 추가

2.5.4 2009-06-08 -Ba 핵종의 Alkaline earth 로 추가반영

2.6.0 2009-06-10 -Nuclide inventory 자료 추가

표 3.22. 파이로공정 버전 변화 기록

그림 3.17. 파이로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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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사항으로는 먼저 ①Chopping/Decladding 이후에 Voloxidation을 하던 공

정에서 Chopping 이후에 Voloxidation을 통한 Decladding을 하도록 하였다. ②

Reduction과 Refining 사이에 있던 Dross/ Cathode consolidation 공정이 삭제되었

다. ③Electric Winning 공정에서 TRU 회수 방법이 전기환원(electro-reduction) 대

신 Cd distillation으로 변경되었다. ④공정 중에 손실되는 양에 대한 Dirty Scrap 개

념이 추가되었다. ⑤폐기물의 종류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폐용융염의 핵종제거에

서 Cs를 zeolite와 같은 흡착물질로 제거하는 공정이 사라지면서 LiCl 혹은

LiCl-KCl의 폐용융염에서는 각각 하나의 세라믹 폐기물만 발생된다.

Off-gas 폐기물에서 고방열성 핵종인 Cs는 플라이 애쉬(Fly ash)로 고정화되며,

주요 폐기물이 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핵종이 존재하게 되는 이들 핵종들은 각각의

다른 흡착제나 기술을 통해 고정화된다. 그 각각의 휘발성 핵종과 고정화 공정을

그림 3.18의 공정도에 나타내었다.

그림 3.18. Off-Gas Treatment Flow in Pyro-process.

기준 핵연료가 농축도 4.5%, 연소도 5,000 MWd/tU, 냉각기간 10년으로 변경되어

주요 핵종의 구성분에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기준 핵연료의 주요 함량은 표 3.2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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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Amount

U 9291.060

TRU 140.244

NM 126.098

Clad 2560.000

REFP 171.714

AMPF 40.740

AEPF 42.768

FP (I,Tc) 15.985

Total 12388.608

표 3.23. 10 tHM PWR Spent Fuel Composition

공정에서의 변화되거나 새롭게 정의된 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Chopping/Decladding/Voloxidation : 탈피복과 산화물 연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산화 탈피복율은 99.9%, Dirty scrap 발생율은 초기 산화물연료의 0.1% 수준이며,

고온 Voloxidation에서 휘발성 핵종의 휘발율을 99.9%로 하였다.

•Oxide reduction : 산화물 연료는 전해정련 과정으로 가기 위해 금속으로 전환시

키는 공정이다. 한 Batch당 100 kgHM을 처리하며, HM의 금속 전화율은 99.5%,

RE의 금속전환율은 10%, 그리고 금속회수율은 100%로 하였다.

•Electrorefining : 여러 가지 핵종으로 구성된 금속 중에서 우라늄만을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공정이다. 연간 20 Batch를 수행한다고 보고, Batch당 50 kg을 처리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용융염은 Batch당 250 kg으로서 재생

공정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그 2배인 500 kg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

음 단계인 ElectroWinning으로 보내기 위한 용융염의 조건은 Pu/U=3 혹은

Pu/TRU=0.87으로서, 그 이상이 되면 TRU 제거를 위해 다음 공정으로 보낸다고

보고 있다. 우라늄의 회수율은 99.68%로 보고 있다.

•Electrowinning : LiCl-KCl 공용융염 중에서 TRU와 잔류 우라늄을 전기적으로

회수하는 공정이다. Cd 액체전극을 이용하여 회수하며, 일정량 이상이 되면 액체

Cd를 증류하여 환원된 HM을 회수한다. Cd 증류조건은 (TRU+U+RE)의 양이 Cd

대비 10% 이상일 때 실시한다. Cd 증류는 (TRU+U+RE)의 양이 Cd중에서 50

ppm 이하가 될 때까지 실시한다. TRU가 제거된 용융염은 다음의 Residual

Actinide Recovery(TRU drawdown)으로 보내지게 되며, 그 조건은 TRU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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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이하일 경우이다.

•Residual Actinide Recovery(TRU drawdown) : Electrowinning에서 미처 회수하

지 못한 LiCl-KCl 공용융염 중의 TRU 잔량을 고체전극으로 회수하는 단계이다.

•Salt purification : 우라늄 및 TRU 제거된 LiCl-KCl 공용융염 중에 회수하지 못

한 TRU, REs(rare earths) 및 FPs(fission products) 등을 산화-침전시켜 정제하

는 공정이다. 침전된 산화물들은 걸러내어 Monizate로 고화시키게 된다.

나) Pyro-process 폐기물의 종류

Pyro-process에서는 4개의 공정에서 폐기물이 다양한 발생된다. 이중에서 장기저

장이나 처분이 요구되는 것은 약 5개 종류이다. 이들 폐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

급하면 다음과 같다.

•Metal waste : 금속폐기물은 Chopping/Decladding 단계에서 발생된 핵연료를 벗

겨낸 피복관이 주성분이 된다. 이밖에도 Electrorefing에서 발생된 양극 슬러리 물

질도 포함된다. 슬러리는 주로 U과 NM(noble metal)이 주성분이다. 또한 최종

Metal waste에는 피복관 및 사용후핵연료 해체시에 발생된 Stainless steel 격자

등이 포함된다. 최종 Metal waste에는 소량이지만 U, TRU 및 FP 등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금속 폐기물은 열발생은 적지만, TRU와 같

은 장반감기 핵종이 있으므로 처분대상으로 분류된다.

•Off-gas waste(Cs) : 현재 Voloxidation 은 1200℃에서 산소를 불어넣어 수행된

다. 가장 먼저 fly-ash로 고방열 핵종인 Cs를 흡착시킨다. 이 때 Rb, Cd, Mo 등

의 기타 소수의 핵종도 함께 제거된다. 고방열 핵종인 Cs가 함유된 고정상은 유

리전구체(glass frit)로 고정화시켜 세라믹 폐기물 형태(CWF)로 처리된다. Cs가

포집된 폐기물은 고방열/단반감기이므로 장기저장을 통해 열발생을 줄인 후에 중

저준위 폐기물로 취급하려고 한다. 기타 휘발성 핵종들은 해당 흡착제로 적절하

게 처리하여 외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없게 하고 있으며, 현재 고준위폐기물로는

보고 있지 않다.

•Ceramic waste I : Oxide reduction 공정에서 사용된 LiCl 용융염의 결정화법으

로 수집되는 핵종은 주로 Sr이 된다. 재결정법으로 분리된 폐기물은 SAP으로 세

라믹으로 고화시키게 된다. Off-gas waste(Cs)와 마찬가지로 고방열/단반감기이

므로 장기저장을 통해 열발생을 줄인 후에 중저준위 폐기물로 취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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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waste II : LiCl-KCl 공용융염을 최종 단계에서 산화침전법으로 수집한

폐기물이다. 침전된 폐기물은 걸러서 Monazite 세라믹으로 고화된다. 고화체의 주

핵종은 RE이지만, 기타 다양한 장반감기 핵종들이 있으므로 처분대상이 된다.

이상의 폐기물에서 지하처분 혹은 장기 저장이 요구되는 폐기물은 metal waste,

Cs를 함유한 Off-gas waste, Ceramic Waste I과 II 등 총 4개가 발생된다. 이외에

도 Off-gas waste에는 (I, Tc)와 같은 장반감기 폐기물도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까

지 이에 대한 확실한 처리계획은 없으므로 처분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들 Waste들은 주로 반감기와 발열량에 따라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 파이로공정 폐기물 물량 분석

파이로공정 10 MTHM을 기준으로 폐기물량을 분석하였다. 물질흐름 분석을 통

해 얻어낸 각 폐기물의 주요 핵종구성은 표 3.24와 같다. 핵종 구성을 근거로 하

여, 폐기물의 고화에 필요한 세라믹 Matrix의 소요량과 해당 밀도를 참고하여 폐기

물량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얻어낸 폐기물량은 표 3.25와 같다. 폐기물의 열량은

표 3.24의 폐기물의 핵종성분을 토대로 하여 계산하였다.

　

Metal

Waste

LiCl-KCl

Ceramic

Waste

(Mozanite)

Off-gas

Ceramic

Waste(Tc, I)

LiCl

Ceramic

Waste(SAP)

Off-gas

Ceramic

Waste(Cs)

Others - - 4.518 - 7.273

Noble metal 63.99 - 61.984 - -
I, Tc 0.00016 - 15.953 - -
AMFP 0.00041 0.07464 - 0.73849 39.84574
AEFP 0.00043 3.66236 - 36.23763 -
Rare Earth 0.00171 113.23463 - - -
Uranium 0.40518 - - - -

TRU 0.00140 0.14002 - - -

Sum 64.397 117.112 82.454 36.976 47.119

표 3.24. 파이로공정 주요 폐기물의 핵종 구성표 (10 MTHM 기준) [단위 :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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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Waste

LiCl-KCl

Ceramic

Waste II

(Mozanite)

Off-gas

Ceramic

Waste(Tc, I)

LiCl

Ceramic

Waste I

(SAP)

Off-gas

Ceramic

Waste(Cs)

Nuclides 64.397 117.112 82.454 36.976 47.119

Matrix 　 528.917 373 2510.928 271.552

LiCl 　 　 　 297.814

O2 　 18.827 - 　

Clad 2560 　 　 　

SS added 512 　 　 　 　

Sum(kg) 3136.397 664.856 455.454 2845.718 318.672

Density

(g/cm3)
6.71 3.57 1.65 2.37 2.74

Volume(L) 467.421 186.234 276.033 1200.725 116.304

Heta (W) - 297 0.06 2,597 3,253

Heat

density

(W/L)

- 1.59 0.00022 2.16 27.97

표 3.25. 파이로공정 주요 폐기물량 추정 및 열량표 (10 MTHM 기준) [단위 : kg]

① 금속 폐기물

파이로공정에서 나오는 금속체의 총량은 3136 kg이다. 금속 폐기물은 주로 clad

가 주성분이 되며, SS도 상당량 차지한다. 포함되는 핵종으로는 Noble metals과

Rare earth가 있으며, 소량의 TRU도 clad를 따라 들어온다. 방열은 거의 없으므로

처분을 하더라도 열량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② 세라믹 폐기물 I

총량은 2,845 kg로 많은 편이며, 부피로는 가장 많은 폐기물이다. 주로 Matrix가

많이 첨가되어 양이 늘어난 것이다. 핵종량은 37 kg정도로 적지만, 고방열 핵종이라

서 폐기물의 열 밀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주로 반감기가 짧은 Sr이 주성분이므

로 장기간 중간저장을 거치면 방사능 준위가 감소되어 중저준위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세라믹 폐기물 II

총량은 665 kg이며, 양이나 열발생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장반감기 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하영구처분 대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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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Off-gas 폐기물(Cs)

총량은 319 kg이며, 방열이 심한 폐기물이다. 세라믹 폐기물 I과 마찬가지로 장

기간 중간저장을 거치면 방사능 준위가 감소되어 중저준위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Off-gas Waste(I, Tc)

총량은 455 kg이며, 열 발생이 없는 폐기물이다. 하지만 I와 Tc는 수백만년의 반

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고정화가 힘든 핵종들이다. 아직 구체적인 처리 계획은 없으

며, 이들 핵종에 대한 핵종 변환을 모색 중이다.

라) 파이로폐기물 종합

이상과 같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폐기물의 주요사항을 표 3.26에 정리하였다. 폐

기물은 크게 장반감기를 가지는 폐기물과 단순 고방열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장반감기를 가지는 폐기물은 TRU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속 폐기물과

LiCl-KCl 공용융염에서 나온 세라믹 폐기물 II가 이에 해당된다. 장반감기 폐기물

은 비교적 낮은 열량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나중에 지하 처분장을 설계할

경우에 열 부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순 고방열 폐기물은 Off-gas에서 나온 Cs 고화체와 LiCl 용융염에서 나온 세라

믹 폐기물 I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폐기물은 발열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핵종

의 반감기가 짧아서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냉각기를 거치면 중저준위 처분장으로 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Off-gas에서 나온 (I, Tc) 고화체가 있지만,

핵종변환으로 소멸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중량면에서는 금속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

된다. 그러나 부피를 기준으로 볼 때, LiCl 용융염에서 나온 세라믹 폐기물 I이 가

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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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파이로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따른 분류표

파이로공정도(Ver. 2.6.0)를 분석하여 다양한 폐기물의 물량 및 열량을 산출하였

으며, 생산된 자료를 이용하여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직접적인 설계인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복합폐기물 처분개념 설정방안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일반적으로 발전소 부지 또는

중앙 집중식의 중간저장시설에서 저장된 후 재활용 공정을 거치거나 최종 처분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파이로 공정을 수행하기 전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되어온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이러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를 재활용 공정인 파이로 공정을 거쳐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앞에서 분석한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금속폐기물, 장반감기 고준위폐기물, 단반감기 고방

열 폐기물을 동일부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복합폐기물 처분 개념을 설정하였다. 복

합폐기물 처분 개념은 동일부지의 낮은 심도인 200 m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용후핵

연료 중간저장, 금속 폐기물 처분 및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의 저장 후 처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심도 500 m에 처분할 장반감기 고준위폐기물은 처분

용기, 저장 및 처분 방식에 따라 3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중간 저장 및 금속폐기물/단반감기 폐기물 처분

(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처분부지에 운반되어 재

활용 공정인 파이로 공정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처분심도 200 미터에 수송/저장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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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용기에 적재되어 중간저장하게 된다.

현재의 전원개발계획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28기 중 경수로형 원자로는 24기 이

며, 이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 까지 총 15,000 MTU로 이중

발전소 부지의 임시저장 용량인 8,000 MTU를 고려하면, 최대 중간저장용량은

7,000 MTU가 된다. 이들 사용후핵연료를 적재한 수송/저장 겸용 용기의 용량은 10

MTU로서 총 700 개의 겸용용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개 터널 당 100 개의

겸용 용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할 경우 최대 7개의 중간 저장터널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지상으로 이송하여 파이로 공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

물을 저장 처분하기 위한 200 m 심도에서의 터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간저장 용량 및 파이로 공정에서의 처리 일정은 추후 파이로

공정의 상용화 일정과 연계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 금속 폐기물 처분

금속 폐기물은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등으로서 금속 재

활용을 고려한 잉곳 방안과 초고압으로 압축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잉곳 금속 폐기물 처분

금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잉곳으로 만들어 처리한 금속 폐기물을 잉곳

금속폐기물용 포장용기 및 이를 적재한 처분용기(i-MDP : ingot-Metal Disposal

Package)에 대한 처분개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인 26,000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파이로 공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잉곳 금

속폐기물 블록의 수는 230,620 개이며, 5개 블록씩 포장용기에 포장하므로 총 포장

용기의 수는 46,124 개다. 따라서 이 폐기물 포장용기를 처분용기에 3열 3줄의 9개

를 2단으로 처분용기에는 18개 포장용기씩 적재하므로, 총 2,560 개의 i-MDPs가 발

생된다.

•압축 금속 폐기물 처분

초고압 압축 처리한 금속 폐기물을 압축 금속폐기물용 포장용기 및 이를 적재한

처분용기(c-MDP : Compacted-Metal Disposal Package)에 대한 처분개념을 설정하

였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인 26,000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파이로

공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압축 금속폐기물 블록의 수는 23,900 개이며, 7개 블록씩

포장용기에 포장하므로 총 포장용기의 수는 3,420 개다. 따라서, 이 폐기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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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는 4개 포장용기씩 적재하므로, 총 855개의 c-MDPs가 발생되며, 폐기물 포

장물을 적재한 각 처분용기의 무개는 약 14 톤이 된다.

(다)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은 주로 Cs와 Sr을 주요핵종으로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

로서 세라믹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과 유리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이

있으며, 각각의 처분방안은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세라믹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Off-gas에서 flyash로 수집되어 세라믹으로 고화시킨 폐기물과 reduction 공정의

LiCl 용융염에서 제거된 Cs의 세라믹 고화체 폐기물로서 주요 발열핵종은 Cs 이되

며, 이 폐기물의 고화체, 포장용기 및 저장랙은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24개

경수로 원자력발전 운영으로부터 발생되는 26,000 톤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공정을

거치면 15,600개의 포장용기가 발생되며, 각 포장용기 당 발열량은 2.0 kW이다. 이

를 저장 처분하기 위한 저장랙은 포장용기 6개를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총

2,600개의 저장랙이 소요된다. 따라서 주된 방열핵종으로서 Cs를 포함하고 있는 세

라믹 고화폐기물은 열 발생량이 매우 높으므로 심도 200 m 의 저장 및 처분터널에

장기간 동안 뒷채움재를 채우지 않고 저장(약 300 년) 한 후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열이 감소되고 방사능 준위도 낮아지면 중저준위 폐기물로서 폐쇄하는 것이 폐기물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처분방식으로 판단된다.

그림 3.19. 세라믹 고화 고방열 폐기물 처분동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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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파이로 공정의 하나인 환원공정의 LiCl 용융염에서 Sr을 제거하여 유리로 고화시

킨 폐기물로서 주요 발열핵종은 Sr이다. 24개 경수로 원자력발전 운영으로부터 발

생되는 26,000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공정을 거치면 62,400개의 포장용기가 발

생되며, 각 포장용기 당 발열량은 0.25 kW이다. 이를 저장 처분하기 위한 저장랙

은 포장용기 6개를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총 10,400개의 저장랙이 소요된다.

따라서 주된 방열핵종으로서 Sr을 포함하고 있는 단반감기 고방열 유리고화 폐기물

또한 열발생량이 매우 높으므로 심도 200 m 의 저장 및 처분터널에 장기간 동안

뒷채움재를 채우지 않고 저장(약 300 년) 한 후,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열이 감소되

고 방사능 준위도 낮아지면 중저준위 폐기물로서 폐쇄하는 것이 폐기물 회수가능성

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처분방식으로 판단된다.

그림 3.20. 유리고화 고방열폐기물 처분동굴 개념.

(2) 장기간 저장 후 처분 - 고준위폐기물 처분방안 1

이 방안의 기본 개념은 LiCL-KCL 공 용융염 중의 희토류, 초우란 금속 등 중금

속을 제거하여 고화시켜 포장한 폐기물을 SNDC-2 저장.처분 겸용 용기에 적재하

여 심도 500 m에 위치한 터널에 약 100년 동안 개방된 상태로 저장한 후 방출열량

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처분요건에 맞도록 폐쇄하여 처분하는 개념이다.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대하여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1300 개의 SNDC 저장처분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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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500 m에 위치한 처분터널에서 장기저장 및 처분되며, 그림 3.20, 그림 3.21는

개략적인 개념 및 폐기물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터널 당 열량은 705 kW/

터널이며, 장기저장 기간이 완료된 저장 후 100년이 지나면 터널당 열량은 8 kW/

터널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열량이 낮아지면 처분터널에

완충재 및 뒷채움재를 설치하여 최종 폐쇄하여 처분함으로써, 저장기간 동안의 폐

기물 회수성을 향상시키고 처분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21. 고준위폐기물 장기저장후 처분방안(처분방안 I) 개념.

그림 3.22. 고준위폐기물 장기저장 후 처분방안(처분방안 I)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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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학적방벽 모듈(K-PEM) 처분 - 고준위폐기물 처분방안 2

이 방안의 기본 개념은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고준위폐기물 캐니스터를 처

분심도 200 m에서 장기간(100 년) 동안 저장하여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이

감소되면, 지상 또는 지하에서 2개 캐니스터 단위로 완충재와 일체화시켜 티타늄으

로 외부를 포장(Overpack)한 모듈개념을 도입하여 심도 500 m에 최종 폐쇄하여

처분하는 개념이다(그림 3.23, 그림 3.24).

폐기물 캐니스터, 완충재 및 티타늄 포장재로 구성된 모듈(K-PEM)에 대한 개념

은 그림 3.25에 나타낸 바와 같다. 공학적방벽 모듈 K-PEM의 규모는 단면 110

cm × 110 cm, 길이 414 cm 로서,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처분장에서의 저장 효율

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고, 이중 완충재로의 구성이 가능하여 열 방출 및 안전성 측

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부를 2 cm의 티타늄으로 포장하여 기존

에 고려하고 있는 구리에 의한 내부식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3.23. 고준위폐기물 공학적방벽 모듈 처분방안(처분방안 II)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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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고준위폐기물 공학적방벽 모듈 처분방안(처분방안 II) 흐름도.

그림 3.25. 공학적방벽 모듈(K-PEM) 개념.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대하여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2,600개 고준위폐기물 캐니스터는

장기저장 후 총 1,300개 K-PEM에 포장되어 심도 500 m에 위치한 처분터널에서

처분되며, 그림 3.26은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각 처분터널별로 K-PEM의 거치가

완료되면, 제 2 완충재와 뒷채움재를 설치하여 최종 폐쇄 및 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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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공학적방벽 모듈 처분 개념.

(4) 수직홀 (KBS-V) 처분 - 고준위폐기물 처분 방안 3

이 방안의 기본 개념은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고준위폐기물 캐니스터를 6

개씩 포장한 처분용기를 심도 200 m에서 장기간 저장하여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을 적정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후, 기존에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

을 가정하여 개발한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수직형 처분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

분하는 개념이다.

그림 3.27. 고준위폐기물 수직홀 처분 방안(처분방안 III)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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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대하여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2,600 개의 고준위폐기물 캐니스터

는 6개 단위로 처분용기(SNDC-6)에 포장되어 심도 200 m에서 장기저장(100 년)

후 심도 500 m에 위치한 처분터널에서 최종 처분되며, 그림 3.27은 개념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처분터널의 규모는 단면 8 m x 8 m, 길이 180

m로, 처분터널 내 6 m 간격으로 굴착된 처분공에 SNDC-6을 거치하고 최종폐쇄하

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파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은 크게 장반감기 폐기물과 단반감기 고방열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장반감기 폐기물은 금속폐기물, 장반감기 핵종을 포함하고 있는

세라믹고화폐기물과 유리고화폐기물이 있으며, 단반감기 폐기물은 고방열 핵종을

포함하는 세라믹고화폐기물과 유리고화폐기물이 있다.

이들 폐기물에 대하여 각각 특성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정한 폐기물 포장용기, 처

분용기 및 처분 심도와 절차로 처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3가지 방안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처분 방안을 설정하였다.

- 금속폐기물 : 200 미터 심도 터널에 처분

- 장반감기 세라믹 폐기물

▪ 1안: 심도 500 미터에 처분하는 방안

▪ 대안: 심도 200 미터에 장기간 저장 후 공학적방벽 모듈인 K-PEM을 도입하

여 심도 500 미터에 최종 처분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층처분방안은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기

술적 요구사항이나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직접적인 설계 입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향후 실제 부지 특성 자료와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하여 성능을 향

상시키고,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 처분 개념과 최적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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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개념설계

1) 금속폐기물

가) 선원항

(1) 금속폐기물 발생량 추정 (10 MTHM 기준)

- 총량 : 3,136 kg

- 밀도 : 6,710 kg/m3

- 부피 : 0.467 m3

총량 / 밀도 = 3,136 kg/6,709.7 kg/m3 = 0.4735 m3

(2) 금속폐기물 특성

금속폐기물은 파이로공정 초기에 주로 발생된다. 핵연료 봉을 절단(chopping)한

후, Decladding/voloxidation을 통해 분말화된 산화물 핵연료는 Reduction 공정으로

전달되며, 기화성 핵종은 Off-gas 공정으로 가게 된다. 이 때 잔류하는 나머지 탈피

복관(Hull)이 금속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금속 탈피복관에는 미량이지

만, 다양한 종류의 핵종들이 표면에 묻어 있게 되므로, 일단 용융염을 이용하여 세

척하여, 표면 오염도를 줄인 후에 금속폐기물로 저장된다.

Electrorefining 공정에서도 금속 폐기물이 발생된다.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정

련공정에서 용융염에 녹지 않는 불순물 (주로 Noble Metal)이 발생되며, 폐기불순

물(Anode sludge)은 Hull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용융염 세척을 거친 후에 금속폐기

물에 포함된다.

금속 폐기물에 포함되는 핵종별 함량을 산출하고 결과를 표 3.27에 나타내었다.

•Clad : 탈피복관은 초기의 전량이 금속 폐기물에 포함된다.

•SS :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의 외부 지지대로 주로 사용되는 재료로서 방사화가

되어 있으므로, 전량 금속폐기물에 포함된다.

•U : 탈피복관에 초기양의 1/1000이 잔류하며, Anode sludge에는 31.227 kg(이

양은 Material balance의 계산을 통해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이 있다. 이들 총

량은 다시 용융염 세척을 통해 1/100로 감소된 후에 금속폐기물에 포함된다.

•Noble Metal : 탈피복관에 초기양의 1/1000이 잔류하며, Dirty Scrap으로 손실

되는 초기양의 1/1000과 고온 Voloxidation에서의 휘발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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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 sludge에 포함된다. 한편 Noble metal은 Anode sludge의 용융염 세척시

에 씻겨 나가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다음은 Off-gas 공정에서 고려하

고 있는 Noble gas의 휘발분의 비율에 대한 것이다.

- Mo : 초기량의 62%

- Ru : 초기량의 98%

- Rh : 초기량의 83%

- Pd & Ag : None

•TRU, REFP, Cs, Sr : 탈피복관에 초기양의 1/1000이 잔류하며, 다시 용융염

세척을 통해 1/100로 감소된 후에 금속폐기물에 포함된다. Anode sludge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Tc, I : 휘발성의 Tc와 I는 전량 Off-gas 공정으로 간다고 보고, 금속폐기물에

는 포함되지 않는다.

•Zr : Dirty Scrap에 초기량의 1/1000이 소실되며, U Product에 1/100이 포함된

다고 보고 나머지 전량을 금속 폐기물에 포함시켰다.(Material Balance에는 Zr

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으며, 임의로 가정하였다).

•Others : 기화성 핵종을 제외한 핵종은 탈피복관에 초기양의 1/1000이 잔류하

며, 다시 용융염 세척을 통해 1/100로 감소된 후에 금속폐기물에 포함된다. 여

기서 기화성 핵종(Br, C, H, Xe, Kr, I, Tc)은 전량 Off-gas에서 처리된다.

(3) 금속폐기물 방사능 및 붕괴열 변화

10 MtU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공정 처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금속폐기

물의 방사능 및 붕괴열을 계산하기 위하여 KOFA 17×17 핵연료를 대상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1)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 17×17 KOFA XS Library & 구조물 각 구성품별

로 생성한 activation Library

2) 대상핵연료집합체 : 초기 농축도 4.5 wt.%, 방출연소도 55,000 MWD/MTU

17×17 KOFA Spent Fuel Assembly

3) 계산 절차

① 고리 3&4, 울진 1&2, 영광 1&2에 장전되었던 17×17 KOFA 핵연료집합체

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조물의 질량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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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Oxid Fuel Metal Waste

U 9,291.06 0.405 

Clad 2,560 2,560

SS*added - 512

Noble

Metal

Mo 54.99 2.084E+01

Ru 37.59 7.143E-01

Rh 6.88 1.162E+00

Pd 25.27 2.524E+01

Ag 1.36 1.361E+00

Tc 12.32 0.000E+00

TRU

Np 8.67 8.669E-05

Pu 119.59 1.196E-03

Am 10.97 1.097E-04

Cm 1.02 1.022E-05

Rare Eearth

Y 7.45 7.448E-05

La 19.95 1.995E-04

Ce 40.20 4.020E-04

Pr 18.33 1.833E-04

Nd 66.83 6.683E-04

Pm 0.15 1.507E-06

Sm 13.65 1.365E-04

Eu 2.32 2.321E-05

Gd 2.76 2.760E-05

Tb 4.40E-02 4.405E-07

Dy 2.34E-02 2.340E-07

Ho 2.13E-03 2.132E-08

Er 6.12E-04 6.119E-09

Tm 5.60E-08 5.596E-13

Yb 1.30E-07 1.298E-12

Others

Cs 40.74 4.074E-04

Sr 12.31 1.231E-04

I 3.66 0.000E+00

Br 0.32 0.000E+00

Xe 87.70 0.000E+00

Zr 56.08 5.546E+01

Ba 30.46 3.046E-04

Te 7.72 7.721E-05

Kr 5.73 0.000E+00

Rb 5.60 5.595E-05

Cd 2.18 2.185E-05

Sn 0.93 9.349E-06

Se 0.89 8.854E-06

Sb 0.15 1.450E-06

C 1.07 0.000E+00

H 8.25E-04 0.000E+00

Total 12,556.974 3,177.193 

표 3.27. 핵종별 초기 함량 및 금속폐기물 핵종별 함량 (Basis 10 MTU, Uni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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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 MtU을 Basis로 이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처리되었을 시의 구조재

의 양을 계산.

③ Zry, SUS, Residual U+TRU, Fission products 에 각각에 대해 질량, 붕괴

열량 및 방사능을 계산.

4) 모든 계산시점에서 연도는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 후 냉각연도를

의미하며, 파이로공정처리는 10년 냉각핵연료를 대상으로 함을 가정. 따라서

10년 시점은 파이로 건식처리된 직후 시점을 의미함.

5) 방사화 계산시 각 구조재의 핵반응 단면적은 SCALE System내

TRITON/KENO-VI 모듈을 이용하여 각각 생산하여 적용함.

(가) 금속폐기물 방사능량

우라늄, 초우라늄, 핵분열생성물에 오염된 폐기물인 지르칼로이 피복재 및

SUS302 end cap은 전체물량의 75%를 차지하며, 원자로 방출시점에서는 전체 방사

능의 80% 정도를 차지하지만 다량의 단반감기 핵종을 함유하는 특성으로 인해 냉

각시간 10년 시점에서는 17,000 큐리로 전체 방사능의 25 %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라늄, 초우라늄, 핵분열생성물에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의 물량은 전체물량의

25%를 차지하며, 10년 시점에서의 이들의 방사능은 전체 방사능의 75%를 차지하였

다(표 3.28, 그림 3.28). 이중에서 핵연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Inconel 718 그리

드판의 질량은 전체의 1% 정도로 매우 적지만 10년 시점에서는 전체 방사능의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원자로 방출 후 10년 시점에서

의 구조재의 방사능은 원자로 방출시점에 비해 0.7% 정도로 방사능이 급격히 감소

한 상태이며, 이 시점 이후부터의 방사능 감소는 서서히 진행됨을 볼 수 있다. 10

년 시점에서의 금속폐기물의 총 방사능은 약 37,000 큐리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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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1.0 y 5.0 y 10.0 y 15.0 y 45.0 y 115.0 y 315.0 y

U 및 TRU에 오염된 폐기물

Residual
U and TRU

1.31E+01 1.06E+01 3.43E+00 1.03E+00 5.72E-01

Residual fission
products

9.99E+03 3.74E+03 2.97E+02 1.67E+02 8.33E+01

Zry-4 cladding 4.28E+06 1.79E+04 1.00E+04 2.84E+03 1.08E+03 3.50E+01 1.55E+01 9.59E+00

SUS302 end cap 2.99E+05 6.59E+03 1.06E+04 4.15E+03 1.90E+03 3.16E+02 1.84E+02 4.97E+01

sub total 4.580E+6 2.449E+4 2.066E+4 1.699E+4 6.728E+3 6.520E+2 3.678E+2 1.431E+2

U 및 TRU에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

Zry-4 grid plate

& guide tube
6.19E+05 1.71E+04 1.45E+03 4.11E+02 1.56E+02 5.05E+00 2.24E+00 1.39E+00

Inconel 718

grid plate
2.32E+05 5.19E+04 3.00E+04 1.58E+04 8.67E+03 1.11E+03 5.89E+02 1.58E+02

SUS302 guide

subpart
9.13E+04 8.11E+03 3.24E+03 1.27E+03 5.80E+02 9.65E+01 5.62E+01 1.52E+01

SUS321 bottom

end piece
1.77E+05 1.72E+04 6.15E+03 1.98E+03 7.98E+02 2.66E+02 1.64E+02 4.34E+01

SUS321 top end

piece
1.89E+04 1.86E+03 6.97E+02 2.32E+02 1.01E+02 4.09E+01 2.53E+01 6.68E+00

Inconel 718 top
tnd piece

7.23E+03 2.02E+03 1.19E+03 6.35E+02 3.53E+02 5.41E+01 3.00E+01 3.00E+01

sub total 1.146E+6 9.820E+4 4.270E+4 2.033E+4 1.066E+4 1.576E+3 8.669E+2 2.543E+2

Grand Total 5.727E+6 1.227E+5 6.336E+4 3.733E+4 1.739E+4 2.228E+3 1.235E+3 3.974E+2

표 3.28. 금속 폐기물의 구성부품별 방사능 변화 (10 MTU 처리기준) 단위: Curie

그림 3.28. 금속폐기물 내 방사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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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속폐기물 붕괴열량

금속폐기물 전체에서의 붕괴열량은 방사선과는 달리, 100년 초반까지는 Inconel

718 그리드판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이 지배적이나 그 이후는 핵분열생성물 오염물에

의한 붕괴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9, 그림 3.29). 원자로 방

출후 10년 시점에서 U 및 TRU 잔여물에 오염 및 오염되지 않는 폐기물에서의 발

생하는 붕괴열은 각각 80 및 240 Watts/basis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총 붕괴열은

230 Watts/basis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discharge 1.0y 5.0y 10.0y 15.0y 45.0y 115.0y 315.0y

U 및 TRU에 오염된 폐기물

Residual

U and TRU
5.86E-02 5.61E-02 4.44E-02 3.15E-02 1.86E-02

Residual fission

products
3.07E+01 9.41E+00 2.83E-01 2.03E-01 1.62E-01

Zry-4 cladding 2.11E+04 2.94E+02 4.80E+01 2.11E+01 1.00E+01 1.81E-01 4.28E-03 2.23E-03

SUS302 end

cap
2.99E+03 1.14E+02 6.06E+01 3.11E+01 1.61E+01 3.41E-01 1.89E-02 5.23E-03

sub total 2.404E+4 4.074E+2 1.086E+2 8.298E+1 3.563E+1 8.494E-1 2.575E-1 1.885E-1

U 및 TRU에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

Zry-4 grid
plate & guide

tube
3.05E+03 4.25E+01 6.95E+00 3.06E+00 1.45E+00 2.61E-02 6.18E-04 3.23E-04

Inconel 718

grid plate
1.33E+03 7.14E+02 4.20E+02 2.18E+02 1.13E+02 2.32E+00 1.03E-01 5.90E-02

SUS302 guide

subpart
9.13E+02 3.47E+01 1.85E+01 9.50E+00 4.92E+00 1.04E-01 5.77E-03 1.60E-03

SUS321 bottom

end piece
1.16E+03 8.07E+00 1.71E+00 7.73E-01 3.95E-01 7.60E-03 5.28E-05 5.19E-05

SUS321 top
end piece

1.12E+02 1.71E-01 1.70E-02 4.93E-03 2.10E-03 3.88E-05 7.96E-06 7.94E-06

Inconel 718 top

tnd piece
3.76E+01 2.72E+01 1.61E+01 8.32E+00 4.31E+00 8.39E-02 6.54E-04 6.41E-04

sub total 6.598E+3 8.270E+2 4.633E+2 2.394E+2 1.239E+2 2.543E+0 1.105E-1 6.159E-2

Grand Total 3.064E+4 1.234E+3 5.719E+2 3.223E+2 1.595E+2 3.392E+0 3.680E-1 2.501E-1

표 3.29. 금속 폐기물의 구성부품별 붕괴열 변화 (10 MTU 처리기준) 단위: Wa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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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금속폐기물 붕괴열.

나) 처분 시스템 예비개념설계

(1) 폐기물 용기

(가) 설계 참고 사항

- 금속 폐기물은 탈피복관과 SS가 주성분으로 방사능과 발열량이 적으므로 설

계에 반영하지 않는다.

- 금속 폐기물은 녹여서 잉곳을 만들거나, DISC 모양으로 압착하는 2가지 방법

이 있을 수 있으며, 압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압착률은 금속체의 85% 수준으로 한다. 따라서 압착 금속폐기물의 밀도는

5,703 kg/m
3
이며, 총 부피는 0.5571 m

3
이다.

(나) 압착물의 크기

압착물의 크기는 압축시설의 용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제공된 자료가

없으므로, 임의로 설정한다. 압착물은 취급시의 하중을 고려하여 50 kg 내외로 하고

직경:높이 비를 2:1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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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300.0 mm

높이 100.0 mm

무게 40.3 kg

수요 77.8 개

(다) 저장캔의 크기

저장캔에는 5개의 압착물을 들어가도록 한다. 캔 두께는 5 mm이며, 내부 벽간

여유 간격은 5 mm로 하고 내부 고정용 지그를 둔다. 내부 상부 여유 간격은 0

mm로 한다. 캔 재질은 STS304L로 하며 상단 마개(외경 310 mm)는 용접에 의해

밀봉한다.

외경 318 mm

높이 760 mm

두께 5 mm

캔 무게 33.4 kg

총 무게 315.5 kg

캔 수요량 11.1 개

(2) 처분용기

(가) 설계조건

금속폐기물 처분용기 : MDP (Metal waste Disposal Package)

- 재질 : 철근 콘크리트

- 용량 : 저장캔 9개 수용

- 취급 : Fork Lift, 처분 동굴 내 3단 적재

- 차폐 및 취급시 구조적 안정성 유지

. 6 m 낙하, 화재 등 사고시 처분용기내 저장캔 건전성 보장

- 처분용기 소요량 : 3,250 MDPs (PWR SF 22,500 톤 기준)

(나) 처분용기(MDP) 설계

금속폐기물 처분용기를 설계하기 위한 제원설정기준 및 그에 따른 규모 및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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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으며, 그림 3.30은 폐기물저장용기 및 금속폐기물

처분용기 개념을 타나내고 있다.

•제원 설정 기준

- 폐기물 포장물(저장캔 : 318 × 760 mm) 9개 수용

- 처분용기 내 hole을 설치하여 저장캔 수용 (여유간격 측면 10 mm)

- 처분용기 내 포장물 간격 : 70 mm

- 차폐 및 구조 고려 : 상하부 150 mm, 측면 100 mm

- 취급 : 차폐된 Fork Lift (200 mm)

•규모

- L × W ( 1300×1300 mm)

: 320×3 (저장캔 Hole) + 70 × 2 (Hole 간격) + 100 × 2 (측벽)

- H : 1220 mm

: 200 (Lifting)×150 (하부차폐/구조)×720 (Hole)×150(상부 차폐/뚜껑)

•중량

- 비중 : 2.4 t/m3 (철근콘크리트) (cf : 무근콘크리트 2.3)

- 부피 : 1.3×1.3×1.22 - (3.14×0.162 ×9) - 0.0767 =1.46421 m3

- 무게 : 1.46421×2.4 = 3.52 t

- 폐기물 포함 : 3.52 + (0.28×9) = 6.04 ton

그림 3.30. 금속폐기물 저장캔 및 처분용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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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터널 설계

금속폐기물에 대한 처분용기를 기준으로 하여 심부지하에 처분하기 위한 금속폐

기물 처분터널 설계 인자 및 그에 따른 처분터널 설계 개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가) 처분터널 규모 설정 인자

•처분용기 수 및 적재

- 22,500 tU 기준 금속 폐기물 총량: 3,250 MDPs (1,300 × 1,300 × 1,220 mm)

- 처분용기 적재 높이 : 3단 적재

- 처분용기 적재 폭 : 3열 적재

•작업장비(Fork Lift) 제원 및 작업 범위

- 장비 제원 : 폭 2,100 mm, 높이 2,550 mm

- 작업범위 : 마스트 최고높이 4300 mm

- 취급 용량 : 7 톤

(나) 처분터널 설계

•처분터널 규모 :

- 처분터널 폭 : 5,100 mm

. 처분용기 4열 (1,300×3) + 열간 간격 (100×2) + 용기-터널벽 간격 (500×2)

- 처분터널 높이 : 4,800 mm

. 작업장비 최대높이 4300 + 여유간격(500)

- 처분터널 단면적 : 23.2 m
2

•처분터널 배치

- 처분용기 적재부분 총 길이: 470 m (3250 총 처분용기 수/9(3열×3단)×1.3(처분

용기 길이) = 470 m)

- 터널 길이 : 250 m (처분용기 적재 : 235 m + 터널 입구 작업공간(폐쇄 후

플러깅) : 15 m)

- 소요터널 및 터널 간격

. 소요터널 : 250 m ×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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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간격 : 터널 지름(5.1 m)의 2배 이상 : 20 m 터널 길이 산정

다) 해체폐기물 처분 시스템 예비개념설계

원전 1기의 해체로부터 예상되는 장반감기 폐기물의 질량은 약 245톤, 부피는 80

m3으로 추정되었으며, 방사능은 1.3×1016 Bq로 추정되었다. 붕괴열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며, 따라서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원

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 해체시에 발생하는 금속폐기물들에 대해서도 초고압 압

축 후 폐기물용기 및 처분용기에 적재하고, 이를 금속폐기물 처분 개념과 동일한

규모의 처분터널 및 공정 장비를 이용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세라믹고화 고준위폐기물

가) 선원항

(1) 세라믹고화 고준위폐기물 발생량 추정

표 3.30에 정련폐기물 물량을 나타내었다(10 MTHM 기준). 핵종의 총량은 약

117.82 kg으로서, 실제 산화물 형태로 채집되는 양은 137.26 kg이다. 산화물은

KAERI에서 개발한 산화-증류-세라믹고화 과정을 통해 고화체(Monazite Ceramic)

로 만들게 되며, 이때 들어가는 세라믹 결합제의 양은 산화물의 4배 정도인 549.04

kg이다. 따라서 고화체의 총량은 686.3 kg이 된다.

핵종 핵종 산화물 비고

TRU 0.140 TRU2O3 0.154 Pu2O3기준

REFP 113.432 Re2O3 132.3 Nd2O3기준

Cs 0.071 Cs2O 0.0753

Sr 1.125 SrO 1.33

Ba 3.046 BaO 3.4

핵종 117.82 산화물 137.26

결합제 549.04 산화물의 4배

고화체 총량 686.30

표 3.30. 정련폐기물 물량 분석표

•밀도 : 세라믹 고화체의 밀도는 약 3,571.4 kg/m3으로서, 일반 유리 밀도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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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3 보다 밀도가 높다.

•부피 : 0.1922 m3

총량 / 밀도 = 686.3kg / 3,571.4 kg/m3 = 0.1922 m3

(2) 세라믹고화 고준위폐기물 특성

정련폐기물은 PYRO 공정 말기에 배출된다. 사용후 핵연료를 환원공정에서 금속

체로 전환한 후, LiCl-KCl 공용융염에서 U와 TRU를 회수하고 나면, 폐 용융염이

발생된다. 폐 용융염 내부에는 주로 회수되지 못한 TRU와 환원공정에서 잔존하는

Cs, Sr, Ba 등의 핵종들이 남아 있게 된다. 그리고 희토류는 환원공정, 정련공정, 제

련공정 등에서 별도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핵종이 된다. 정련폐기물은

TRU, REFP, CS, Sr 등이 되며, 이들 공용융염 중의 핵종은 산화-침전 과정을 거

쳐 분리되며, 분리된 산화물은 KAERI에서 개발된 세라믹 고화방식에 따라 고형화

된다. 정련 폐기물에 포함되는 각각의 핵종별 함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31에 나타내었다.

•TRU : 대부분의 TRU는 제련 과정에서 제거되지만, 전기화학적으로 완벽한 제

거가 힘들기 때문에 폐 용융염에 1/1,000 정도가 남는다. TRU의 각 핵종들은

(Np, Pu, Am, Cm) 초기 양에서 해당 비율에 따라 정련 폐기물에 포함된다.

•REFP : 희토류 핵종은 초기 탈피복 공정에서 피복관에 1/1,000 정도 묻어 나가

지만, 피복관 세척을 통해 그 중에서 99/100 정도가 회수되어, 금속폐기물로 빠

져나가는 양은 무시할 만큼 적다. 오히려 탈피복/분말화 과정에서 Dirty Scrap

으로 손실되는 양이 초기 양의 1/1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제련공정

에서 TRU를 회수하면서 전위차가 비슷한 상당량의 REFP가 TRU Product로

빠져나간다. 최종적으로 폐공용융염에 남은 REFP는 산화과정을 거쳐서 정련

폐기물로 수집된다. REFP에는 여러 가지 핵종이 있으며, 이들 개개의 흐름은

물질수지식 V2.5.2 (09.04.16)에는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전기화학

적 환원전위를 근거로 하여 TRU Product에 들어가는 양을 가늠하여 물질수지

식에 나타난 TRU Product 내의 REFP 양과 일치시켰다. 표 3.32는 REFP 핵

종이 TRU Product에 포함되는 양을 예측한 값이다. 물질수지식 V2.5.2에는

총량이 56.76 kg으로 표 3.32의 총량 56.59 kg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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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Oxide Fuel Refining Waste

U 9,291.06

Clad 2,560

SS*added -

Noble

Metal

Mo 54.99

Ru 37.59

Rh 6.88

Pd 25.27

Ag 1.36

Tc 12.32

TRU

Np 8.67 8.669E-03

Pu 119.59 1.196E-01

Am 10.97 1.097E-02

Cm 1.02 1.022E-03

Rare Eearth

Y 7.45 2.905

La 19.95 16.755

Ce 40.20 29.749

Pr 18.33 13.567

Nd 66.83 42.771

Pm 0.15 0.044

Sm 13.65 6.690

Eu 2.32

Gd 2.76 0.938

Tb 4.40E-02 0.013

Dy 2.34E-02

Ho 2.13E-03 8.314E-04

Er 6.12E-04 1.163E-04

Tm 5.60E-08 1.063E-08

Yb 1.30E-07

Others

Cs 40.74 0.071

Sr 12.31 1.125

Ba 30.46 3.046

Total 12,556.97 117.82

표 3.31. 기준핵연료의 핵종별 초기함량 및 정련폐기물 핵종별 함량 (10 MTU, Unit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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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P핵종 초기량(kg) 함유비 TRU 함유량(kg)

Y 7.448E+00 0.6 4.469E+00

La 1.995E+01 0.15 2.992E+00

Ce 4.020E+01 0.25 1.005E+01

Pr 1.833E+01 0.25 4.583E+00

Nd 6.683E+01 0.35 2.339E+01

Pm 1.507E-01 0.7 1.055E-01

Sm 1.365E+01 0.5 6.827E+00

Eu 2.321E+00 1 2.32

Gd 2.760E+00 0.65 1.794E+00

Tb 4.405E-02 0.7 3.083E-02

Dy 2.340E-02 1 0.0234

Ho 2.132E-03 0.6 1.279E-03

Er 6.119E-04 0.8 4.895E-04

Tm 5.596E-08 0.8 4.477E-08

Yb 1.298E-07 1 1.29785E-07

sum 1.717E+02 5.659E+01

표 3.32. REFP 핵종별 TRU Product 함유비 및 그 함량(10 MTU), Unit (kg)

•Cs : Cs는 초기양이 40.74 kg이며, Voloxidation 공정으로 대부분인 39.886 kg

이 Off-Gas 성분으로 빠져나가며, 환원 공정의 LiCl 용융염 정제과정에서

0.706 kg이 환원 폐기물로 들어간다. 남은 0.071 kg이 정련폐기물에 포함된다.

•Sr : Sr은 초기양이 12.31 kg이며, 환원 공정의 LiCl 용융염 정제 과정에서 대

부분의 Sr 11.136 kg이 환원 폐기물로 들어간다. 남은 1.125 kg이 정련폐기물에

포함된다.

•Others : 대부분의 기타 핵종은 Off-gas 공정이나 금속폐기물의 Noble Metal에

포함되어 빠져나가지만, Ba 화합물은 비점이 높고 전해환원이 잘되지 않기 때

문에 거동이 Sr과 비슷하다. 따라서 LiCl 용융염의 결정화법으로 약 90%가 제

거되고, 나머지 10%인 3.04 kg이 정련폐기물에 포함된다.

(3) 세라믹고화 폐기물 방사능 및 붕괴열 변화

시간에 따른 세라믹 폐기물의 방사능 변화를 표 3.33과 같이 계산하였으며, 전체

적인 흐름을 다시 그림 3.31에 나타내었다.



- 406 -

Year y90 sr90 pu241 cs137 ba137m cm242 pm147 cs134 ce144 Total

0 3.87E+05 1.04E+05 1.97E+03 3.23E+03 3.05E+03 9.24E+02 1.25E+06 5.48E+03 8.35E+06 1.85E+07

1 1.01E+05 1.01E+05 1.87E+03 3.16E+03 2.98E+03 1.99E+02 9.94E+05 3.93E+03 3.46E+06 8.14E+06

3 9.64E+04 9.64E+04 1.70E+03 3.02E+03 2.85E+03 9.01E+00 5.86E+05 2.01E+03 5.86E+05 1.96E+06

10 8.11E+04 8.11E+04 1.21E+03 2.57E+03 2.42E+03 1.29E-01 9.21E+04 1.91E+02 1.17E+03 2.63E+05

30 4.96E+04 4.96E+04 4.62E+02 1.62E+03 1.53E+03 1.16E-01 4.67E+02 2.29E-01 2.23E-05 1.03E+05

40 3.88E+04 3.87E+04 2.85E+02 1.28E+03 1.21E+03 1.11E-01 3.33E+01 7.95E-03 3.09E-09 8.03E+04

50 3.03E+04 3.03E+04 1.76E+02 1.02E+03 9.61E+02 1.05E-01 2.37E+00 2.76E-04 4.28E-13 6.27E+04

60 2.37E+04 2.37E+04 1.08E+02 8.08E+02 7.63E+02 1.00E-01 1.69E-01 9.55E-06 5.92E-17 4.90E+04

70 1.85E+04 1.85E+04 6.69E+01 6.41E+02 6.05E+02 9.56E-02 1.20E-02 3.31E-07 8.19E-21 3.83E+04

80 1.45E+04 1.45E+04 4.13E+01 5.09E+02 4.81E+02 9.10E-02 8.54E-04 1.15E-08 1.13E-24 3.00E+04

90 1.13E+04 1.13E+04 2.55E+01 4.04E+02 3.81E+02 8.66E-02 6.08E-05 3.98E-10 0.00E+00 2.34E+04

100 8.84E+03 8.84E+03 1.57E+01 3.21E+02 3.03E+02 8.25E-02 4.33E-06 1.38E-11 0.00E+00 1.83E+04

110 6.91E+03 6.91E+03 9.69E+00 2.54E+02 2.40E+02 7.85E-02 3.08E-07 4.79E-13 0.00E+00 1.43E+04

120 5.40E+03 5.40E+03 5.98E+00 2.02E+02 1.91E+02 7.47E-02 2.20E-08 1.66E-14 0.00E+00 1.12E+04

130 4.22E+03 4.22E+03 3.69E+00 1.60E+02 1.51E+02 7.12E-02 1.56E-09 5.75E-16 0.00E+00 8.76E+03

140 3.30E+03 3.30E+03 2.28E+00 1.27E+02 1.20E+02 6.77E-02 1.11E-10 1.99E-17 0.00E+00 6.85E+03

150 2.58E+03 2.58E+03 1.41E+00 1.01E+02 9.53E+01 6.45E-02 7.92E-12 6.91E-19 0.00E+00 5.36E+03

160 2.02E+03 2.02E+03 8.75E-01 8.01E+01 7.57E+01 6.14E-02 5.64E-13 2.40E-20 0.00E+00 4.19E+03

170 1.58E+03 1.58E+03 5.44E-01 6.36E+01 6.00E+01 5.85E-02 4.02E-14 8.31E-22 0.00E+00 3.28E+03

180 1.23E+03 1.23E+03 3.40E-01 5.05E+01 4.77E+01 5.56E-02 2.86E-15 2.88E-23 0.00E+00 2.56E+03

190 9.64E+02 9.64E+02 2.14E-01 4.01E+01 3.78E+01 5.30E-02 2.04E-16 9.99E-25 0.00E+00 2.01E+03

200 7.54E+02 7.53E+02 1.36E-01 3.18E+01 3.00E+01 5.04E-02 1.45E-17 0.00E+00 0.00E+00 1.57E+03

300 6.42E+01 6.42E+01 1.16E-02 3.15E+00 2.98E+00 3.09E-02 0.00E+00 0.00E+00 0.00E+00 1.35E+02

400 5.47E+00 5.47E+00 1.05E-02 3.13E-01 2.95E-01 1.89E-02 0.00E+00 0.00E+00 0.00E+00 1.16E+01

500 4.66E-01 4.66E-01 1.05E-02 3.10E-02 2.93E-02 1.15E-02 0.00E+00 0.00E+00 0.00E+00 1.01E+00

1000 2.09E-06 2.09E-06 1.00E-02 2.98E-07 2.81E-07 9.88E-04 0.00E+00 0.00E+00 0.00E+00 1.10E-02

표 3.33. 세라믹 폐기물 내 주요 핵종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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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세라믹 폐기물 내 주요 핵종 방사능 변화.

세라믹 폐기물의 방사능은 초기 10년 동안은 Pm-147(Promethium)이 가장 큰 값

을 유지하지만 10년부터 약 500년간은 Sr-90이 가장 크다. 시간에 따른 세라믹 폐

기물의 붕괴열 변화를 표 3.34과 같이 계산하였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그림

3.32에 나타내었다.

그림 3.32. 세라믹 폐기물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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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y90 sr90 cm242 ru106 ba137m cs137 pr144 pm147 cs134 ce144 Total

0 2.15E+03 1.21E+02 3.37E+01 8.75E-14 1.20E+01 3.59E+00 6.13E+04 4.59E+02 5.59E+01 5.46E+03 6.96E+04

1 5.61E+02 1.18E+02 7.24E+00 4.46E-14 1.17E+01 3.51E+00 2.54E+04 3.65E+02 4.01E+01 2.27E+03 2.88E+04

3 5.34E+02 1.12E+02 3.29E-01 1.14E-14 1.12E+01 3.35E+00 4.30E+03 2.15E+02 2.05E+01 3.83E+02 5.58E+03

10 4.49E+02 9.42E+01 4.69E-03 9.68E-17 9.52E+00 2.85E+00 8.56E+00 3.38E+01 1.94E+00 7.63E-01 6.01E+02

30 2.75E+02 5.76E+01 4.24E-03 1.17E-22 5.99E+00 1.80E+00 1.64E-07 1.72E-01 2.34E-03 1.46E-08 3.40E+02

40 2.15E+02 4.50E+01 4.04E-03 1.29E-25 4.76E+00 1.43E+00 2.27E-11 1.22E-02 8.10E-05 2.02E-12 2.66E+02

50 1.68E+02 3.52E+01 3.85E-03 1.42E-28 3.78E+00 1.13E+00 3.14E-15 8.69E-04 2.81E-06 2.80E-16 2.08E+02

60 1.31E+02 2.75E+01 3.66E-03 0.00E+00 3.00E+00 8.98E-01 4.34E-19 6.19E-05 9.74E-08 3.87E-20 1.62E+02

70 1.03E+02 2.15E+01 3.49E-03 0.00E+00 2.38E+00 7.13E-01 0.00E+00 4.41E-06 3.38E-09 5.36E-24 1.27E+02

80 8.01E+01 1.68E+01 3.32E-03 0.00E+00 1.89E+00 5.66E-01 0.00E+00 3.14E-07 1.17E-10 7.42E-28 9.94E+01

90 6.26E+01 1.31E+01 3.16E-03 0.00E+00 1.50E+00 4.49E-01 0.00E+00 2.23E-08 4.06E-12 0.00E+00 7.77E+01

100 4.90E+01 1.03E+01 3.01E-03 0.00E+00 1.19E+00 3.56E-01 0.00E+00 1.59E-09 1.41E-13 0.00E+00 6.08E+01

110 3.83E+01 8.03E+00 2.86E-03 0.00E+00 9.44E-01 2.83E-01 0.00E+00 1.13E-10 4.88E-15 0.00E+00 4.75E+01

120 2.99E+01 6.27E+00 2.73E-03 0.00E+00 7.49E-01 2.24E-01 0.00E+00 8.06E-12 1.69E-16 0.00E+00 3.72E+01

130 2.34E+01 4.90E+00 2.60E-03 0.00E+00 5.95E-01 1.78E-01 0.00E+00 5.74E-13 5.86E-18 0.00E+00 2.91E+01

140 1.83E+01 3.83E+00 2.47E-03 0.00E+00 4.72E-01 1.41E-01 0.00E+00 4.08E-14 2.03E-19 0.00E+00 2.27E+01

150 1.43E+01 3.00E+00 2.35E-03 0.00E+00 3.75E-01 1.12E-01 0.00E+00 2.91E-15 7.05E-21 0.00E+00 1.78E+01

160 1.12E+01 2.34E+00 2.24E-03 0.00E+00 2.97E-01 8.90E-02 0.00E+00 2.07E-16 2.44E-22 0.00E+00 1.39E+01

170 8.73E+00 1.83E+00 2.13E-03 0.00E+00 2.36E-01 7.07E-02 0.00E+00 1.47E-17 8.47E-24 0.00E+00 1.09E+01

180 6.83E+00 1.43E+00 2.03E-03 0.00E+00 1.87E-01 5.61E-02 0.00E+00 1.05E-18 2.94E-25 0.00E+00 8.50E+00

190 5.34E+00 1.12E+00 1.93E-03 0.00E+00 1.49E-01 4.45E-02 0.00E+00 7.47E-20 1.02E-26 0.00E+00 6.65E+00

200 4.17E+00 8.75E-01 1.84E-03 0.00E+00 1.18E-01 3.53E-02 0.00E+00 5.32E-21 0.00E+00 0.00E+00 5.20E+00

300 3.56E-01 7.45E-02 1.13E-03 0.00E+00 1.17E-02 3.51E-0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4.46E-01

400 3.03E-02 6.35E-03 6.88E-04 0.00E+00 1.16E-03 3.48E-04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88E-02

500 2.58E-03 5.41E-04 4.21E-04 0.00E+00 1.15E-04 3.45E-0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69E-03

1000 1.16E-08 2.43E-09 3.61E-05 0.00E+00 1.11E-09 3.31E-1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61E-05

표 3.34. 세라믹 폐기물의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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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 시스템 예비개념설계

(1) 폐기물 저장용기

•설계 참고 사항

- 염폐기물 고화체 크기는 대략 직경 30 cm, 높이 60 cm로서, 고화체의 발열량

(2.10×104 W/m3)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본 설계의 고화체의 크기를 직경 28 cm, 높이 34 cm 로 수준으로 하여 100

kg가 넘지 않도록 하여 취급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 고화체의 열전도도는 1.7 W/m-K at 100oC 수준으로서 일반 유리의 1.0～1.3

에 비해 높은 편이다.

- 고화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면을 제외한 벽면을 통해서만 공기 중으

로 냉각이 된다고 가정하여 고화체의 온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고화체 내

부 온도는 약 192oC 정도로 예상된다. 표 3.35에 정련폐기물 고화체의 특성

을 나타내었다.

•저장용기의 설계 사항

- 저장캔에는 2개의 고화체가 들어가도록 한다.

- 용기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내부 벽간 여유간격을 조절하여 고화체가 8

5～90%의 부피를 차지하도록 하여 발생가스에 대비한다. 내부 상부 여유간격

은 0 mm로 한다.

- 용기재질은 STS304L로 하며 모든 부품은 용접에 의해 밀봉한다.

- 저장 모듈에의 삽입을 고려하여 용기면 상단에 취급 장비를 둔다.

•저장용기의 설계

- 파이로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세라믹으로 고화시킨 폐기물을 저장

하는 용기는 표 3.35의 고화체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용기에 대한 고화체 내적

은 약 87.2% 수준으로 하였다(표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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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conductivity 1.7 W/m.k

Heat Generation 21000 W/m3

Density 3571 kg/m3

Mass** 686.3 kg

직경 290 mm

높이 250 mm

부피 16.5 L

무게 58.94 kg

수량* 11.6 개

열량(W) 347 W

Temp. at wall** 192.3 oC

Temp. at center** 183.3 oC

표 3.35. 정련폐기물 고화체 특성표

* 10MTHM 기준, ** 40 oC 공기 중 온도

외경 318.5 mm

높이 819 mm

내경 310.5 mm

두께 4 mm

캔 무게 39.8 kg

총 무게 216.6 kg

용기 수요량 4 개

표 3.36. 정련폐기물 저장용기 특성표

(2) 처분용기

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는 저장용기를 적재하여 심지층에 처분하기 위한 용기로,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기본적인 개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유사한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수직형 처분시스템을 기준 개념으로 하여,

처분용기 및 처분공에서의 열적 수용능력을 고려하였다. 그림 3.33의 처분용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라믹 폐기물 저장용기 7개를 2단으로 적재하도록 하여 적재용량

은 처분용기 1개당 14개의 저장용기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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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 개념.

(3) 완충재

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 완충재의 개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였다.

(4) 처분 모듈

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처분터널 주변 환경은 CANDU 사용후핵연

료 처분시스템에서와 동일하게 KURT 주변 측정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처분용기 및

완충재를 바탕으로 수직처분방안 처분모듈로서 처분공과 처분터널 개념을 설계하였

다. 그림 3.34는 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단위 처분모듈에 대한 개념도이다.

그림 3.34. 세라믹 폐기물 처분모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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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시스템 성능평가

가. 방사선량 평가

1)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가) 방사선 평가 모델링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개념을 그림 3.35에 나타내었다.

그림 3.35.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먼저 37개의 핵연료봉으로 이루어진 핵연료 다발(Bundle) 60개를 바스켓에 담고,

다시 이 바스켓 4개를 1개의 캐니스터에 담는다. 또 다시 두 개의 캐니스터가 처

분공에 수직으로 적재된 후에 벤토나이트 등의 채움재로 처분공이 메워지게 된다.

그림 3.36은 캐니스터의 주요 제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황색 부분은 처분용기의

구리를 나타낸다. 회색 부분은 구조재 역할을 하는 주철을 나타내고, 노란색 부분은

바스켓을 나타내는데, 이때 1개의 바스켓에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가

들어간다. 구리부분은 상하단의 두께가 3 ㎝이고, 측면 부분에는 1 ㎝이고, 주철부

분은 상하단의 두께가 18 ㎝인 반면, 측면의 두께는 9.5 ㎝이다. 그림 3.37은 단일

처분공 내에 수직으로 적재되어 있는 2개의 캐니스터, 완충재(벤토나이트), 주변

암반 및 터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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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원.

그림 3.37.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개념도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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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번들은 총 37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료봉은 Zircaloy-4

피복관으로, 번들의 외곽부분도 Zircaloy-4로 구성되어 있다. 연료 부분에 대한 유

니버스의 구성시에 연료와 Zircaloy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모두 Air로 채웠

으며, 한 번들 내에 37개 연료봉의 위치를 모두 계산하여 전체 연료봉을 모사하였

고 이를 그림 3.38에 나타내었다.

그림 3.38. CANDU 번들 내의 37개 연료봉 모델링.

표 3.37에는 위의 그림 3.38에서의 층별(Layer) 핵연료 봉의 원주방향 등각과 핵연

료 봉간 거리(rod pitch) 및 X-Y 평면상의 개별 위치 정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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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Angle Pitch Num Angle X Y

1st 0 0 1 0 0 0

2nd 60 1.4631 1 0 1.4631E+00 0.0000E+00

2 60 7.3155E-01 1.2671E+00

3 120 -7.3155E-01 1.2671E+00

4 180 -1.4631E+00 0.0000E+00

5 240 -7.3155E-01 -1.2671E+00

6 300 7.3155E-01 -1.2671E+00

3rd 30 2.8265 1 15 2.7302E+00 7.3155E-01

2 45 1.9986E+00 1.9986E+00

3 75 7.3155E-01 2.7302E+00

4 105 -7.3155E-01 2.7302E+00

5 135 -1.9986E+00 1.9986E+00

6 165 -2.7302E+00 7.3155E-01

7 195 -2.7302E+00 -7.3155E-01

8 225 -1.9986E+00 -1.9986E+00

9 255 -7.3155E-01 -2.7302E+00

10 285 7.3155E-01 -2.7302E+00

11 315 1.9986E+00 -1.9986E+00

12 345 2.7302E+00 -7.3155E-01

4th 20 4.2896 1 0 4.2896E+00 0.0000E+00

2 20 4.0309E+00 1.4671E+00

3 40 3.2860E+00 2.7573E+00

4 60 2.1448E+00 3.7149E+00

5 80 7.4488E-01 4.2244E+00

6 100 -7.4488E-01 4.2244E+00

7 120 -2.1448E+00 3.7149E+00

8 140 -3.2860E+00 2.7573E+00

9 160 -4.0309E+00 1.4671E+00

10 180 -4.2896E+00 0.0000E+00

11 200 -4.0309E+00 -1.4671E+00

12 220 -3.2860E+00 -2.7573E+00

13 240 -2.1448E+00 -3.7149E+00

14 260 -7.4488E-01 -4.2244E+00

15 280 7.4488E-01 -4.2244E+00

16 300 2.1448E+00 -3.7149E+00

17 320 3.2860E+00 -2.7573E+00

18 340 4.0309E+00 -1.4671E+00

Total 37

표 3.37. CANDU 핵연료봉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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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개략도 및 제원.

CANDU 사용후핵연료 60개 번들을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은 그림 3.39와 같으며,

각 hole의 모양은 그림 3.40과 같다.

그림 3.40.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의 hole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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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은 바스켓의 재질 및 제원을 나타낸다. 바스켓은 304계열의 스테인레스강

을 재질이며, 직경 106.7 ㎝, 높이 55.6 ㎝이다.

항목 수치

용량 CANDU SF 60 번들

재질 SA240 Type 304L

제원 직경: 106.7 ㎝, 높이: 55.6㎝

두께
상부 뚜껑 및 측명: 0.85㎝

바닥: 1.91㎝

무게 (연료 포함) 1.9 톤

부피 1.99㎥

표 3.38. 바스켓의 제원

번들과 마찬가지로 바스켓의 60개 hole에 대한 MCNP 모델링을 하였다. 실제 바

스켓의 정 중앙에는 구조물인 지지봉이 있으나, 계산의 보수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방사선원 계산에서는 61개의 번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41에는 모델

링을 나타내었며, 표 3.39에는 hole의 위치 좌표를 나타내었다.

그림 3.41. 바스켓 내의 61개 번들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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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Angle Pitch Num Angle X Y Layer Num Angle X Y

1st 60 12 1 0 1.20E+01 0.00E+00 4th 1 7.5 4.68E+01 6.16E+00

2 60 6.00E+00 1.04E+01 2 22.5 4.36E+01 1.81E+01

3 120 -6.00E+00 1.04E+01 Angle 3 37.5 3.74E+01 2.87E+01

4 180 -1.20E+01 0.00E+00 15 4 52.5 2.87E+01 3.74E+01

5 240 -6.00E+00 -1.04E+01 5 67.5 1.81E+01 4.36E+01

6 300 6.00E+00 -1.04E+01 Pitch 6 82.5 6.16E+00 4.68E+01

47.18 7 97.5 -6.16E+00 4.68E+01

2nd 30 23.18 1 15 2.24E+01 6.00E+00 8 112.5 -1.81E+01 4.36E+01

2 45 1.64E+01 1.64E+01 9 127.5 -2.87E+01 3.74E+01

3 75 6.00E+00 2.24E+01 10 142.5 -3.74E+01 2.87E+01

4 105 -6.00E+00 2.24E+01 11 157.5 -4.36E+01 1.81E+01

5 135 -1.64E+01 1.64E+01 12 172.5 -4.68E+01 6.16E+00

6 165 -2.24E+01 6.00E+00 13 187.5 -4.68E+01 -6.16E+00

7 195 -2.24E+01 -6.00E+00 14 202.5 -4.36E+01 -1.81E+01

8 225 -1.64E+01 -1.64E+01 15 217.5 -3.74E+01 -2.87E+01

9 255 -6.00E+00 -2.24E+01 16 232.5 -2.87E+01 -3.74E+01

10 285 6.00E+00 -2.24E+01 17 247.5 -1.81E+01 -4.36E+01

11 315 1.64E+01 -1.64E+01 18 262.5 -6.16E+00 -4.68E+01

12 345 2.24E+01 -6.00E+00 19 277.5 6.16E+00 -4.68E+01

20 292.5 1.81E+01 -4.36E+01

3rd 20 35.18 1 0 3.52E+01 0.00E+00 21 307.5 2.87E+01 -3.74E+01

2 20 3.31E+01 1.20E+01 22 322.5 3.74E+01 -2.87E+01

3 40 2.70E+01 2.26E+01 23 337.5 4.36E+01 -1.81E+01

4 60 1.76E+01 3.05E+01 24 352.5 4.68E+01 -6.16E+00

5 80 6.11E+00 3.46E+01

6 100 -6.11E+00 3.46E+01

7 120 -1.76E+01 3.05E+01

8 140 -2.70E+01 2.26E+01

9 160 -3.31E+01 1.20E+01

10 180 -3.52E+01 0.00E+00

11 200 -3.31E+01 -1.20E+01

12 220 -2.70E+01 -2.26E+01

13 240 -1.76E+01 -3.05E+01

14 260 -6.11E+00 -3.46E+01

15 280 6.11E+00 -3.46E+01

16 300 1.76E+01 -3.05E+01

17 320 2.70E+01 -2.26E+01

18 340 3.31E+01 -1.20E+01

Total 60

표 3.39. 바스켓 내의 번들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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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스켓 선량평가

선량평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30년 냉각된 CANDU 사용후핵연료 1 MTU에 대

한 광자와 중성자에 대한 에너지별 선원을 ORIGEN-ARP를 이용하여 표 3.40, 표

3.41과 같이 구하였다.

30년 냉각된 CANDU 사용후핵연료 1 MTU이 발생시키는 총 광자 생성률은

×




sec
 


이며, 1개 바스켓의 우라늄의 무게는 아래와 같으므로








 


 ×







 


 







 




총 photon intensity는 ××

×




sec
 



이다.

1 MTU 사용후핵연료의 총 중성자 생성률은 × sec이고, 1개
의 바스켓에 대한 중성자 생성률은 × sec이다. MCNP를 이용

하여 구하는 값은 방사선의 선속(flux)이므로 이를 선량으로 환산시켜줄 환산인자는

ICRP-74에서 권고한 값을 사용하였고 이를 표 3.42과 표 3.43에 나타내었다.

MCNP를 이용하여 바스켓 상부, 하부, 측면의 선량 위치를 그림 3.42에 나타내었

으며, 선량값을 표 3.44와 같이 구하였다. tally 거리는 10 ㎝로 설정하였다.

그림 3.42.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Tally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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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 Energy Intensity

Range Low

(A)

Range High

(B)

[MeV] [MeV] [#/sec]

0.01 0.02 1.20E+14

0.02 0.03 5.48E+13

0.03 0.05 7.22E+13

0.05 0.06 4.10E+13

0.06 0.07 1.43E+13

0.07 0.08 6.10E+12

0.08 0.10 2.38E+13

0.10 0.15 2.46E+13

0.15 0.20 1.55E+13

0.20 0.30 1.20E+13

0.30 0.40 8.44E+12

0.40 0.45 2.51E+12

0.45 0.51 2.42E+12

0.51 0.51 2.70E+10

0.51 0.60 1.23E+12

0.60 0.70 4.37E+14

0.70 0.80 1.55E+12

0.80 1.00 1.73E+12

1.00 1.20 9.20E+11

1.20 1.33 1.06E+12

1.33 1.44 1.28E+11

1.44 1.50 3.41E+10

1.50 1.57 1.98E+10

1.57 1.66 8.49E+10

1.66 1.80 1.52E+10

1.80 2.00 6.90E+09

2.00 2.15 1.18E+09

2.15 2.35 6.36E+06

2.35 2.50 4.49E+06

2.50 3.00 3.08E+06

3.00 3.50 1.78E+05

3.50 4.00 1.03E+05

4.00 4.50 5.95E+04

4.50 5.00 3.44E+04

5.00 5.50 1.99E+04

5.50 6.00 1.15E+04

6.00 6.50 6.66E+03

6.50 7.00 3.85E+03

7.00 7.50 2.23E+03

7.50 8.00 1.29E+03

8.00 10.00 1.52E+03

10.00 12.00 7.85E+01

12.00 14.00 0.00E+00

14.00 20.00 0.00E+00

8.42E+14

표 3.40.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광자 생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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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Energy Intensity

Range Low

(A)

Range High

(B) C*(B-A)

[MeV] [MeV] [#/sec]

1.00E-11 3.00E-09 4.14E-07

3.00E-09 7.50E-09 5.98E-07

7.50E-09 1.00E-08 3.83E-07

1.00E-08 2.53E-08 3.01E-06

2.53E-08 3.00E-08 1.12E-06

3.00E-08 4.00E-08 2.65E-06

4.00E-08 5.00E-08 2.97E-06

5.00E-08 7.00E-08 6.79E-06

7.00E-08 1.00E-07 1.20E-05

1.00E-07 1.50E-07 2.41E-05

1.50E-07 2.00E-07 4.00E-05

2.00E-07 2.25E-07 2.19E-05

2.25E-07 2.50E-07 2.28E-05

2.50E-07 2.75E-07 2.36E-05

2.75E-07 3.25E-07 4.96E-05

3.25E-07 3.50E-07 2.59E-05

3.50E-07 3.75E-07 2.66E-05

3.75E-07 4.00E-07 2.73E-05

4.00E-07 6.25E-07 2.73E-04

6.25E-07 1.00E-06 5.48E-04

1.00E-06 1.77E-06 1.41E-03

1.77E-06 3.00E-06 2.86E-03

3.00E-06 4.75E-06 5.06E-03

4.75E-06 6.00E-06 4.21E-03

6.00E-06 8.10E-06 8.02E-03

8.10E-06 1.00E-05 8.16E-03

1.00E-05 3.00E-05 1.24E-01

3.00E-05 1.00E-04 8.88E-01

1.00E-04 5.50E-04 1.22E+01

5.50E-04 3.00E-03 1.53E+02

3.00E-03 1.70E-02 2.11E+03

1.70E-02 2.50E-02 1.79E+03

2.50E-02 1.00E-01 2.77E+04

1.00E-01 4.00E-01 1.96E+05

4.00E-01 9.00E-01 4.19E+05

9.00E-01 1.40E+00 4.31E+05

1.40E+00 1.85E+00 3.89E+05

1.85E+00 2.35E+00 4.46E+05

2.35E+00 2.48E+00 1.09E+05

2.48E+00 3.00E+00 4.03E+05

3.00E+00 4.80E+00 5.49E+05

4.80E+00 6.43E+00 9.45E+04

6.43E+00 8.19E+00 2.73E+04

8.19E+00 2.00E+01 8.48E+03

3.1050E+06

표 3.41.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중성자 생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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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MeV]

감마 선량환산인자





sec

 




1.0000E-02 1.7466E-08

1.5000E-02 4.5153E-08

2.0000E-02 7.3786E-08

3.0000E-02 1.0798E-07

4.0000E-02 1.2170E-07

5.0000E-02 1.2861E-07

6.0000E-02 1.3608E-07

7.0000E-02 1.4638E-07

8.0000E-02 1.5838E-07

1.0000E-01 1.8618E-07

1.5000E-01 2.7084E-07

2.0000E-01 3.6147E-07

3.0000E-01 5.4300E-07

4.0000E-01 7.1850E-07

5.0000E-01 8.8764E-07

6.0000E-01 1.0469E-06

8.0000E-01 1.3417E-06

1.0000E+00 1.6140E-06

2.0000E+00 2.6963E-06

4.0000E+00 4.3255E-06

6.0000E+00 5.7554E-06

8.0000E+00 7.1709E-06

1.0000E+01 8.5536E-06

표 3.42. Flux-to-Dose for Gamma from ICRP-7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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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MeV] 중성자 선량환산인자




sec

 




2.5000E-08 2.7360E-06

1.0000E-07 3.5820E-06
2.0000E-07 4.0320E-06
5.0000E-07 4.6080E-06
1.0000E-06 4.9680E-06
2.0000E-06 5.2200E-06
5.0000E-06 5.4000E-06

1.0000E-05 5.4360E-06
2.0000E-05 5.4360E-06
5.0000E-05 5.3280E-06
1.0000E-04 5.2560E-06
2.0000E-04 5.1840E-06
5.0000E-04 5.1120E-06

1.0000E-03 5.1120E-06
2.0000E-03 5.1840E-06
5.0000E-03 5.6520E-06
1.0000E-02 6.5880E-06
2.0000E-02 8.5680E-06
3.0000E-02 1.0440E-05

5.0000E-02 1.3860E-05
7.0000E-02 1.6992E-05
1.0000E-01 2.1528E-05
1.5000E-01 2.8872E-05
2.0000E-01 3.5640E-05
3.0000E-01 4.7880E-05

5.0000E-01 6.7680E-05
7.0000E-01 8.3160E-05
9.0000E-01 9.6120E-05
1.0000E+00 1.0152E-04
1.2000E+00 1.1160E-04
2.0000E+00 1.3788E-04

3.0000E+00 1.5552E-04
4.0000E+00 1.6488E-04
5.0000E+00 1.7064E-04
6.0000E+00 1.7388E-04
7.0000E+00 1.7640E-04
8.0000E+00 1.7784E-04

9.0000E+00 1.7892E-04
1.0000E+01 1.7964E-04
1.2000E+01 1.7964E-04
1.4000E+01 1.7856E-04
1.5000E+01 1.7784E-04

표 3.43. Flux-to-Dose for Neutron from ICRP-7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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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7.10E+02 3.16E+06 3.16E+06

측면 5.37E+02 2.14E+06 2.14E+06

하부 3.90E+02 2.71E+06 2.71E+06

표 3.44.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위: rem/hr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관한 규정2)과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에 적용된 기준3)에 의

하면 표면에서의 선량이 각 방향에 대하여 2 m㏜/hr(=0.2 rem/hr)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본 계산에 의하면 바스켓 내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를

넣었을 경우 바스켓의 표면에서 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선량값을 갖게

되며, 이는 바스켓의 취급시 별도의 차폐시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의

특징은 각 3가지 방향의 선량이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는 것이며, 이는 바스켓 재

질의 두께가 각 방향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 처분용기 선량평가

그림 3.43에는 처분용기를 MCNP로 모델링 한 것을 나타내었다. 1개의 처분용기

에는 4개의 바스켓이 적재된다. 따라서 위의 바스켓 선량평가에서 사용된 선원의

4배에 해당되는 선원을 사용하게 된다. 처분용기의 쇼울더 부분을 포함하여 최외

곽에는 구리코팅을, 그 내부에는 주철을, 그 안에는 4개의 바스켓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을 모사하였다. 임의의 Tally를 수행해 본 결과 처분용기의 상하부에서 감마선

에 대한 측정이 잘 되지 않아서, 상하부에 대한 Geometric Splitting and Russian

Roulette(variance technique)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부분만 여러 셀로 구분하여 계

산하였다.

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9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고

시, 제22조 운반용기의 일반기준, 14항
3) KN-12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방사선차폐 및 핵임계 계산, KINS/HR-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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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MCNP 모델링.

처분용기의 상부, 하부 및 측면 10 cm 거리에서의 선량을 표 3.45와 같이 구하였

다. 4개의 바스켓을 넣었을 경우 처분용기의 상부 및 하부의 선량은 기준치인 2 m

㏜/hr를 넘지 않지만, 측면에서의 선량은 상대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높은 값을

갖는다. 이는 처분용기의 내부 구성물질인 주철의 두께가 상/하부는 18 cm로 대부

분의 선량을 차폐하는 반면, 측면에서는 9.5cm 정도로 거의 절반 두께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용기 상/하부와 같이 낮은 선량을 측면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측면의 주철 두께를 더욱 두껍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4.83E-3 1.59E-3 6.42E-3

측면 2.78E-0 4.55E-3 2.78E-0

하부 1.49E-2 1.60E-3 1.65E-2

표 3.45.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위: rem/hr

라) 완충재 흡수선량평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에는 2개의 처분용기가 적재되므로, 선원은 총 8개

의 바스켓으로 계산하였다. 2개의 캐니스터 주변에는 공학적방벽인 벤토나이트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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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재가 놓이게 되고 그 밖으로는 암반이 존재하게 된다.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흡

수선량률이 1 Gy/hr를 초과하면 방사분해가 일어나 산화물을 만들고, 이 산화물은

처분용기를 부식시키게 된다. 따라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내의 가장 안

쪽의 벤토나이트 1 cm층에 대해서 흡수선량을 구하였다(그림 3.44, 표 3.46). 본 계

산 값을 통하여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내의 최내부 완충재층이 흡수하는

방사선량은 제한치보다 훨씬 작았다.

그림 3.44. 완충재 흡수선량 Tally.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측면 3.93E-2 6.34E-7 3.93E-2

표 3.46. 완충재 흡수선량 계산 결과 단위: Gy/hr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스템에 대한 방사선량 계산을 통하여 바스켓, 캐니

스터의 표면에서의 방사선량과 완충재에 흡수되는 선량을 평가하였다.

2)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가) 방사선 평가 모델링

하나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개념을 그림 3.4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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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36개의 핵연료봉 번들 60개를 바스켓에 담고, 다시 1개의 바스켓을 처분용기에

담는다. 3개의 처분용기가 처분 공에 수직으로 적재된 후에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메워진다. 핵연료 집합체를 쉽게 모사하기 위해서 핵연료 집합체 전체를 하나의

실린더 형태로 모델링하였다. 표 3.47에 구성 핵종 및 원자분율을 나타내었다.

Density 3.15 g/cm
3

　

Nuclide Value Unit Z-number Total=1

U 58.3 % 92 0.165486

Si 2.2 % 14 0.041037

Al 39.5 % 13 0.793477

표 3.47. 하나로 36봉 집합체 핵연료 원자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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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2.7 g/cm3 　

Nuclide Value Unit Z-number Total=1

Fe 0.35 % 26 0.001754

Mg 0.03 % 12 0.000326

Si 0.25 % 14 0.002327

Cu 0.05 % 29 0.000225

Zn 0.05 % 30 0.000217

Al 99.27 % 13 0.995151

표 3.48. 하나로 36봉 집합체 피복관(Al AA1060) 원자분율

핵연료 집합체의 제원 값을 참조하여 핵연료와 피복관의 부피비율(표 3.48)을 그림

3.46과 같이 계산한 결과 핵연료가 65%를 차지하였다. 이를 반영한 각 핵종의 원자

분율은 표 3.49와 같다.

그림 3.46. 핵연료 및 피복관의 부피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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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density 3.15 g/cm3 　 Total=1

65%

Nuclide Value Unit Z-number 　

U 58.3 % 92 0.107566

Si 2.2 % 14 0.026674

Al 39.5 % 13 0.51576

　 　

Clad density 2.7 g/cm3 　 　

35%

　

Nuclide Value Unit Z-number 　

Fe 0.35 % 26 0.000614

Mg 0.03 % 12 0.000114

Si 0.25 % 14 0.000815

Cu 0.05 % 29 7.86E-05

Zn 0.05 % 30 7.6E-05

Al 99.27 % 13 0.348303

표 3.49. 핵연료와 피복관의 부피비율을 반영한 원자분율

여기서 핵연료봉 36개와 핵연료 집합체의 빈 공간과의 부피 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그림 3.47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여 36개의 연료가 한 집합체 내에서 42%를

차지하는 것을 계산하였다.

그림 3.47. 연료와 집합체 void의 분율 계산.

최종적으로 36봉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단순화시킨 연료는 그림 3.48과 같

으며 각 핵종의 분율과 밀도를 표 3.5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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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단순화시킨 핵연료집합체 모습.

density 0.0022229 g/㎤ Total=1
Fuel Area Fuel 　 3.15 g/cm3 　

42 %

65 %

Nuclide Value Unit 　
U 58.3 % 0.04517769

Si 2.2 % 0.01120309
Al 39.5 % 0.21661922

　
Clad 2.7 g/cm3 　

35 %

Nuclide Value Unit 　
Fe 0.35 % 0.00025789

Mg 0.03 % 0.00004789
Si 0.25 % 0.00034209
Cu 0.05 % 0.00003303
Zn 0.05 % 0.00003193
Al 99.27 % 0.14628717

　

Empty

Space
Air 　 0.001293 g/cm3 　

58 % 　
Nuclide Value Unit 　
N 78 % 0.45240000
O 22 % 0.12760000

표 3.50. 단순화시킨 36봉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의 조성

나) 하나로 핵연료 바스켓 선량평가

하나로 핵연료를 60개까지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은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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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하다. 핵연료가 장전되는 바스켓의 60개 hole에 대한 MCNP 모델링 하였

다. 실제 바스켓의 정 중앙에는 구조물인 지지봉이 있으나, 계산의 보수성 및 편의

성을 위하여 방사선원 계산에서는 61개의 번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49에는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3.51에는 각 번들이 삽입되는 hole의 위치

좌표를 나타내었다.

감마선에 의한 방사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30년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

료 1MTU basis에 대한 전체 에너지 영역에 대한 광자 생성률을 ORIGEN-ARP

5.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0년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1 MTU이 발생시키

는 총 photons rate은 × (photons/sec)과 같고 바스켓의 우라늄의 무게는

아래와 같으므로








 


 ×







 


 × 







 


 







 




단일 바스켓 당 총 photon intensity는 ××

×




sec
 



이다. 또한 중성

자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30년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단일 캐니스터 당

총 중성자 생성률은 ×




sec
 


이다. MCNP를 이용하여 1개의 바스켓

에 대한 유효선량을 아래 표 3.52와 같이 구하였다. 이 때 tally 영역은 바스켓의 측

면, 상부, 하부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거리는 10 ㎝로 설정하였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가 들어있는 바스켓의 표면선량은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9. 바스켓 내의 61개 번들 모델링 (실제는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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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Angle Pitch Num Angle X Y Layer Num Angle X Y

1st 60 12 1 0 1.20E+01 0.00E+00 4th 1 7.5 4.68E+01 6.16E+00

2 60 6.00E+00 1.04E+01 2 22.5 4.36E+01 1.81E+01

3 120 -6.00E+00 1.04E+01 Angle 3 37.5 3.74E+01 2.87E+01

4 180 -1.20E+01 0.00E+00 15 4 52.5 2.87E+01 3.74E+01

5 240 -6.00E+00 -1.04E+01 5 67.5 1.81E+01 4.36E+01

6 300 6.00E+00 -1.04E+01 Pitch 6 82.5 6.16E+00 4.68E+01

47.18 7 97.5 -6.16E+00 4.68E+01

2nd 30 23.18 1 15 2.24E+01 6.00E+00 8 112.5 -1.81E+01 4.36E+01

2 45 1.64E+01 1.64E+01 9 127.5 -2.87E+01 3.74E+01

3 75 6.00E+00 2.24E+01 10 142.5 -3.74E+01 2.87E+01

4 105 -6.00E+00 2.24E+01 11 157.5 -4.36E+01 1.81E+01

5 135 -1.64E+01 1.64E+01 12 172.5 -4.68E+01 6.16E+00

6 165 -2.24E+01 6.00E+00 13 187.5 -4.68E+01 -6.16E+00

7 195 -2.24E+01 -6.00E+00 14 202.5 -4.36E+01 -1.81E+01

8 225 -1.64E+01 -1.64E+01 15 217.5 -3.74E+01 -2.87E+01

9 255 -6.00E+00 -2.24E+01 16 232.5 -2.87E+01 -3.74E+01

10 285 6.00E+00 -2.24E+01 17 247.5 -1.81E+01 -4.36E+01

11 315 1.64E+01 -1.64E+01 18 262.5 -6.16E+00 -4.68E+01

12 345 2.24E+01 -6.00E+00 19 277.5 6.16E+00 -4.68E+01

20 292.5 1.81E+01 -4.36E+01

3rd 20 35.18 1 0 3.52E+01 0.00E+00 21 307.5 2.87E+01 -3.74E+01

2 20 3.31E+01 1.20E+01 22 322.5 3.74E+01 -2.87E+01

3 40 2.70E+01 2.26E+01 23 337.5 4.36E+01 -1.81E+01

4 60 1.76E+01 3.05E+01 24 352.5 4.68E+01 -6.16E+00

5 80 6.11E+00 3.46E+01

6 100 -6.11E+00 3.46E+01

7 120 -1.76E+01 3.05E+01

8 140 -2.70E+01 2.26E+01

9 160 -3.31E+01 1.20E+01

10 180 -3.52E+01 0.00E+00

11 200 -3.31E+01 -1.20E+01

12 220 -2.70E+01 -2.26E+01

13 240 -1.76E+01 -3.05E+01

14 260 -6.11E+00 -3.46E+01

15 280 6.11E+00 -3.46E+01

16 300 1.76E+01 -3.05E+01

17 320 2.70E+01 -2.26E+01

18 340 3.31E+01 -1.20E+01

Total 60

표 3.51.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내의 번들 위치 정보



- 433 -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4.90E+3 1.62E+6 1.63E+6

측면 8.92E+3 3.11E+6 3.12E+6

하부 4.15E+4 1.11E+7 1.11E+7

표 3.52.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위: rem/hr

다) 처분용기 선량평가

바스켓에는 36pin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가 들어가며, 다시 1개의 처분용

기에는 1개의 바스켓이 들어간다(그림 3.50). 주철이 바스켓을 둘러싸고 있다. 구

리부분은 상하단의 두께가 3 ㎝이고, 측면 부분에는 1 ㎝이다. 주철부분은 상하단

의 두께가 18 ㎝이며, 측면의 두께는 9.5 ㎝이다.

그림 3.50.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원.

그림 3.51은 처분용기를 MCNP로 모델링한 그림이다. 처분용기의 쇼울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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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ally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생략하였다. 최외곽에는 구리를 그 내부에

는 주철을, 그 안에는 1개의 바스켓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을 모사하였다. 주철부분

이 두꺼운 관계로 일정 거리(1cm) 간격으로 mesh를 나누어서 tracking이 잘 되는

지 확인하였으며, mesh는 용기 측면 및 상, 하부에 걸쳐 설정하였다.

그림 3.51.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모델링.

MCNP를 이용하여 처분용기에 대한 유효선량을 표 3.53과 같이 구하였다. tally

영역은 바스켓의 측면, 상부, 하부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거리는 10 ㎝로

설정하였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1.05E-1 4.52E-4 1.06E-1

측면 3.56E+1 1.39E-3 3.56E+1

하부 1.13E+3 2.96E-3 1.13E+3

표 3.53.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위: rem/hr

처분용기의 상부는 선량이 비교적 작은 값이나 측면은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측면의 주철 두께가 상부에 비해 작기 때문에 높은 선량

이 계산되었다. 특이한 점은 하부의 선량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인데, 이는 상부의

구리두께가 3 cm인 반면, 하부의 구리두께는 1 cm 값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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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캐니스터의 설계 시에 측면 주철두께는 물론 하부의 구리두께 역시

늘릴 필요가 있다.

라) 완충재 흡수선량평가

그림 3.52는 처분공 내에 수직으로 적재되어 있는 3개의 처분용기를 나타내었다.

그림 3.52. 처분공 개념도 및 제원.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에는 3개의 처분용기가 적재되므로, 선원은 총 3개의

바스켓의 양으로 계산하였다. 3개의 처분용기 주변에는 완충재가 놓이게 되고 그

밖으로는 암반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내의 벤토나이트의

가장 안쪽의 벤토나이트 1 cm층에 대해서 흡수선량을 표 3.54와 같이 구하였다.

본 계산 값을 통하여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내의 최내각 벤토나이트층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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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방사선량은 제한치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측면 5.89E-1 5.54E-7 5.89E-1

표 3.54. 하나로 처분공 완충재 흡수선량 계산 결과 단위: Gy/hr

3) 금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가) 금속폐기물 처분시스템 모델링

파이로공정에서 발생한 금속폐기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는 1개의 폐기물

용기에 7개가 적재된다. 이에 대한 모델링을 그림 3.53에 나타내었다.

그림 3.53. 금속폐기물의 블록(왼쪽)과 폐기물용기 내의 7개 블록적재 모습(오른쪽).

콘크리트로 제작되는 MDP 처분용기 내에는 총 9개의 폐기물용기가 동일한 간격

으로 저장되며, 이에 대한 모델링을 그림 3.5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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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금속용기 제원(왼쪽)과 MCNP 모델링 모습(오른쪽).

나) 폐기물 용기(can) 선량평가

원자로로부터 방출된 지 4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금속폐기물 종류별 질량 및 전

체 비율을 표 3.55와 같이 구하였다. 계산결과 핵연료 피복관과 핵연료 집합체 그

리드로 사용되는 지르코늄이 전체 질량의 85.88%를 차지하고, 집합체의 상․하부에

구조재로 사용되는 SUS321 재질이 8.18%를 차지하였다. 두 재질의 무게비율이

94%를 차지하므로 복잡한 금속폐기물의 주요 조성은 이 두 재질의 조성만 반영하

였다. 금속폐기물의 밀도는 부피 7,065 ㎤ (높이 10 ㎝, 반지름 15 ㎝), 질량 40.3

㎏에 대하여 5.7041 g/㎤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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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uclide Sub-fraction Total-fraction
Total 1.00000

Zr

sub-total 0.91300

Fe 0.0050 0.00457

Sn 0.0159 0.01452

Zr 0.9791 0.89392

SUS321

sub-total 0.08700
Fe 0.6714 0.05841
C 0.0008 0.00007
Cr 0.1800 0.01566
Mn 0.0200 0.00174
Ni 0.1000 0.00870

S 0.0003 0.00003
Si 0.0075 0.00065
Ti 0.0200 0.00174

No Item Mass [g] Percent

1 U+TRU+FP 6.15E+04 0.0182

2 Zr-clad 2.54E+06 0.7504

3 SUS302 End Cap 5.57E+04 0.0165

4 Zr-grid 3.67E+05 0.1084

5 Inconel 718 grid 3.17E+04 0.0094

6 SUS302 guide sub 1.70E+04 0.0050

7 SUS321 Bottom End Piece 1.28E+05 0.0378

8 SUS321 Top End Piece 1.49E+05 0.0440

9 Inconel 718 Top End Piece 3.51E+04 0.0104

Total 3.39E+06 1.0000

표 3.55. 금속폐기물 질량 분율

7개의 금속폐기물 블럭(40.3 ㎏)을 담고 있는 1개의 폐기물용기(282.1 ㎏)에 대한

금속폐기물의 광자 생성율 및 중성자 생성율을 표 3.56과 표 3.5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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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

Group

Energy

Range Low

Energy

Range High

Photon

Intensity [can]

Unit MeV MeV photons/sec

1 1.00E-02 2.00E-02 1.70E+10

2 2.00E-02 3.00E-02 2.85E+10

3 3.00E-02 4.50E-02 7.00E+09

4 4.50E-02 6.00E-02 1.95E+09

5 6.00E-02 7.00E-02 1.65E+09

6 7.00E-02 7.50E-02 2.76E+08

7 7.50E-02 1.00E-01 5.52E+09

8 1.00E-01 1.50E-01 1.40E+09

9 1.50E-01 2.00E-01 1.12E+09

10 2.00E-01 3.00E-01 1.54E+09

11 3.00E-01 4.00E-01 7.96E+08

12 4.00E-01 4.50E-01 9.35E+09

13 4.50E-01 5.10E-01 2.17E+08

14 5.10E-01 5.12E-01 1.84E+04

15 5.12E-01 6.00E-01 3.93E+08

16 6.00E-01 7.00E-01 2.24E+10

17 7.00E-01 8.00E-01 3.03E+09

18 8.00E-01 1.00E+00 4.97E+09

19 1.00E+00 1.20E+00 2.08E+11

20 1.20E+00 1.33E+00 1.03E+11

21 1.33E+00 1.44E+00 9.36E+10

22 1.44E+00 1.50E+00 3.60E+07

23 1.50E+00 1.57E+00 2.78E+05

24 1.57E+00 1.66E+00 1.22E+06

25 1.66E+00 1.80E+00 1.96E+05

26 1.80E+00 2.00E+00 8.86E+04

27 2.00E+00 2.15E+00 1.51E+04

28 2.15E+00 2.35E+00 2.07E+06

29 2.35E+00 2.50E+00 2.07E+03

30 2.50E+00 3.00E+00 7.31E+03

31 3.00E+00 3.50E+00 5.06E+01

32 3.50E+00 4.00E+00 2.93E+01

33 4.00E+00 4.50E+00 1.70E+01

34 4.50E+00 5.00E+00 9.85E+00

35 5.00E+00 5.50E+00 5.71E+00

36 5.50E+00 6.00E+00 3.31E+00

37 6.00E+00 6.50E+00 1.92E+00

38 6.50E+00 7.00E+00 1.11E+00

39 7.00E+00 7.50E+00 6.45E-01

40 7.50E+00 8.00E+00 3.74E-01

41 8.00E+00 1.00E+01 4.42E-01

42 1.00E+01 1.20E+01 2.28E-02

43 1.20E+01 1.40E+01 0.00E+00

44 1.40E+01 2.00E+01 0.00E+00

totals 5.11E+11

표 3.56. 금속폐기물의 폐기물용기(can) 광자 생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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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Group

Energy

Range Low

Energy

Range High

Neutron

Intensity [can]

Unit MeV MeV neutrons/sec

1 1.00E-11 3.00E-09 1.17E-10

2 3.00E-09 7.50E-09 1.80E-10

3 7.50E-09 1.00E-08 1.17E-10

4 1.00E-08 2.53E-08 9.37E-10

5 2.53E-08 3.00E-08 3.51E-10

6 3.00E-08 4.00E-08 8.32E-10

7 4.00E-08 5.00E-08 9.34E-10

8 5.00E-08 7.00E-08 2.14E-09

9 7.00E-08 1.00E-07 3.79E-09

10 1.00E-07 1.50E-07 7.61E-09

11 1.50E-07 2.00E-07 9.06E-09

12 2.00E-07 2.25E-07 4.98E-09

13 2.25E-07 2.50E-07 5.26E-09

14 2.50E-07 2.75E-07 5.53E-09

15 2.75E-07 3.25E-07 1.18E-08

16 3.25E-07 3.50E-07 6.25E-09

17 3.50E-07 3.75E-07 6.48E-09

18 3.75E-07 4.00E-07 6.69E-09

19 4.00E-07 6.25E-07 6.90E-08

20 6.25E-07 1.00E-06 1.45E-07

21 1.00E-06 1.77E-06 3.86E-07

22 1.77E-06 3.00E-06 8.09E-07

23 3.00E-06 4.75E-06 1.47E-06

24 4.75E-06 6.00E-06 1.24E-06

25 6.00E-06 8.10E-06 2.38E-06

26 8.10E-06 1.00E-05 2.44E-06

27 1.00E-05 3.00E-05 3.78E-05

28 3.00E-05 1.00E-04 2.42E-04

29 1.00E-04 5.50E-04 3.43E-03

30 5.50E-04 3.00E-03 4.36E-02

31 3.00E-03 1.70E-02 5.89E-01

32 1.70E-02 2.50E-02 4.96E-01

33 2.50E-02 1.00E-01 7.73E+00

34 1.00E-01 4.00E-01 5.57E+01

35 4.00E-01 9.00E-01 1.21E+02

36 9.00E-01 1.40E+00 1.22E+02

37 1.40E+00 1.85E+00 9.82E+01

38 1.85E+00 2.35E+00 9.41E+01

39 2.35E+00 2.48E+00 2.06E+01

40 2.48E+00 3.00E+00 7.40E+01

41 3.00E+00 4.80E+00 1.31E+02

42 4.80E+00 6.43E+00 3.61E+01

43 6.43E+00 8.19E+00 1.14E+01

44 8.19E+00 2.00E+01 3.92E+00

totals 7.77E+02

표 3.57. 금속폐기물의 폐기물용기(can) 중성자 생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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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폐기물의 핵종조성 및 방사선의 생성률을 바탕으로 폐기물용기의 상․하부

및 측면에서의 선량평가를 수행하여 표 3.58에 나타내었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8.08E+00 3.67E-06 8.08E+00
측면 1.11E+01 6.07E-06 1.11E+01
하부 9.39E+00 4.36E-06 9.39E+00

표 3.58. 금속폐기물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위: rem/hr

선량평가 결과 모든 방향에서 피폭선량이 10 rem/hr정도 계산되었다. 중성자의

경우에는 중성자를 방출할 수 있는 핵종인 우라늄 및 TRU들의 양이 전체 파이로

공정 중에서 금속폐기물쪽으로 묻어나오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선량으로 계산되었다. 감마선의 경우에는 인코넬 718 그리드에 의한 선량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처분용기(MDP) 선량평가

처분용기는 폐기물용기의 상․하부에는 15 ㎝ 철근콘크리트를, 측면에는 10 ㎝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게 된다. 1개의 처분용기(MDP)에

대한 선량평가 결과를 표 3.59에 나타내었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1.30E+01 3.04E-6 1.30E+01

측면 2.20E+01 4.41E-6 2.20E+01

하부 1.62E+01 4.34E-6 1.62E+01

표 3.59. 처분용기(MDP) 방사선량 평가 결과 단위: rem/hr

라) 처분 공학적방벽 선량평가

9개의 폐기물용기(can)을 담고 있는 처분용기(MDP)를 다시 9개씩 적재한 후 주

변을 벤토나이트 10 ㎝로 채워서 처분하는 처분터널(MDT)에 대한 개념을 그림

3.5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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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금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도.

최내부 1 ㎝의 벤토나이트가 받는 흡수선량을 표 3.60과 같이 계산하였다. 이 값은

벤토나이트의 방사화분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1 Gy/hr보다 훨씬 낮은 값이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측면 2.21E-02 5.09E-10 2.21E-02

표 3.60. 금속폐기물 공학적방벽 선량평가 결과 단위: Gy/hr

4) 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

가) 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 모델링

그림 3.56에 세라믹 폐기물의 처분시스템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세라믹 폐기물은

원통 형태로 제작되고, 2개의 블락이 1개의 세라믹 폐기물용기(캔)에 장입된다. 폐

기물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L이며, 상부 두께는 5 ㎜, 하부는 5 ㎜, 측면은

3.4 ㎜이다. 선량평가를 위한 MCNP 계산 목적으로 용기의 개념과 제원을 반영하

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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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파이로공정의 세라믹 폐기물 처분 개념도.

가) 폐기물용기(can) 선량평가

방사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10 MTU basis에 대한 전체 에너지 영역에 대

한 광자 생성율과 중성자 생성율을 ORIGEN-ARP 5.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에

너지별 결과값을 표 3.61과 표 3.62에 나타내었다.

총 10 MTU의 파이로공정 후에 발생되는 세라믹 폐기물의 총 광자 생성률은

× (photons/sec)로 계산되었고, 1개의 폐기물용기(94.8 kg: 2개의 폐기물

블럭)에 해당되는 광자 생성율은 × (photons/sec)이다. 중성자도 같은 방

식으로 구하면, 중성자 생성율은 × (neutrons/sec)이다. MCNP를 이용

하여 1개의 폐기물용기에 대한 유효선량을 표 3.63과 같이 구하였다.

이 때 tally 영역은 용기의 측면, 상부, 하부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거리

는 10 ㎝로 설정하였다.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관한 규정4)과 사용후핵연료 운반용

기에 적용된 기준5)에 의하면 표면에서의 선량이 각 방향에 대하여 2 m㏜/hr를 넘

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본 계산에 의하면 스테인리스 내에 세라믹 블럭 2개을

장입한 폐기물용기의 표면선량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4)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9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고시, 제22조 운반용기의 일반

기준, 14항

5) KN-12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방사선차폐 및 핵임계 계산, KINS/HR-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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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

Group

Energy

Range Low

Energy

Range High

Photon

Intensity [10 MtHM]

Unit MeV MeV photons/sec

1 1.00E-02 2.00E-02 3.9780E+14

2 2.00E-02 3.00E-02 1.9470E+14

3 3.00E-02 4.50E-02 1.8470E+14

4 4.50E-02 6.00E-02 1.2090E+14

5 6.00E-02 7.00E-02 5.4180E+13

6 7.00E-02 7.50E-02 2.3210E+13

7 7.50E-02 1.00E-01 9.2660E+13

8 1.00E-01 1.50E-01 1.4170E+14

9 1.50E-01 2.00E-01 6.3520E+13

10 2.00E-01 3.00E-01 5.7530E+13

11 3.00E-01 4.00E-01 3.6570E+13

12 4.00E-01 4.50E-01 1.1570E+13

13 4.50E-01 5.10E-01 1.0850E+13

14 5.10E-01 5.12E-01 4.1300E+10

15 5.12E-01 6.00E-01 1.2220E+13

16 6.00E-01 7.00E-01 5.0220E+13

17 7.00E-01 8.00E-01 3.2530E+13

18 8.00E-01 1.00E+00 3.9810E+13

19 1.00E+00 1.20E+00 1.8520E+13

20 1.20E+00 1.33E+00 4.4540E+13

21 1.33E+00 1.44E+00 4.0700E+11

22 1.44E+00 1.50E+00 8.7730E+11

23 1.50E+00 1.57E+00 1.5660E+11

24 1.57E+00 1.66E+00 3.4520E+12

25 1.66E+00 1.80E+00 7.0740E+10

26 1.80E+00 2.00E+00 3.1660E+10

27 2.00E+00 2.15E+00 5.1540E+09

28 2.15E+00 2.35E+00 1.9920E+07

29 2.35E+00 2.50E+00 1.9550E+07

30 2.50E+00 3.00E+00 6.8440E+05

31 3.00E+00 3.50E+00 2.2070E+05

32 3.50E+00 4.00E+00 1.2790E+05

33 4.00E+00 4.50E+00 7.4150E+04

34 4.50E+00 5.00E+00 4.2980E+04

35 5.00E+00 5.50E+00 2.4920E+04

36 5.50E+00 6.00E+00 1.4440E+04

37 6.00E+00 6.50E+00 8.3740E+03

38 6.50E+00 7.00E+00 4.8550E+03

39 7.00E+00 7.50E+00 2.8150E+03

40 7.50E+00 8.00E+00 1.6320E+03

41 8.00E+00 1.00E+01 1.9270E+03

42 1.00E+01 1.20E+01 9.9630E+01

43 1.20E+01 1.40E+01 0.0000E+00

44 1.40E+01 2.00E+01 0.0000E+00

totals 1.5930E+15

표 3.61. 세라믹 폐기물의 에너지별 광자 생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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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Group

Energy

Range Low

Energy

Range High

Neutron

Intensity [10 MtHM]

1 MTU

Unit MeV MeV photons/sec

1 1.00E-11 3.00E-09 0.00E+00

2 3.00E-09 7.50E-09 0.00E+00

3 7.50E-09 1.00E-08 0.00E+00

4 1.00E-08 2.53E-08 0.00E+00

5 2.53E-08 3.00E-08 0.00E+00

6 3.00E-08 4.00E-08 0.00E+00

7 4.00E-08 5.00E-08 0.00E+00

8 5.00E-08 7.00E-08 3.13E-14

9 7.00E-08 1.00E-07 5.23E-14

10 1.00E-07 1.50E-07 2.94E-10

11 1.50E-07 2.00E-07 2.73E-07

12 2.00E-07 2.25E-07 1.48E-07

13 2.25E-07 2.50E-07 1.48E-07

14 2.50E-07 2.75E-07 1.48E-07

15 2.75E-07 3.25E-07 2.95E-07

16 3.25E-07 3.50E-07 1.48E-07

17 3.50E-07 3.75E-07 1.48E-07

18 3.75E-07 4.00E-07 1.48E-07

19 4.00E-07 6.25E-07 1.33E-06

20 6.25E-07 1.00E-06 2.22E-06

21 1.00E-06 1.77E-06 4.56E-06

22 1.77E-06 3.00E-06 7.45E-06

23 3.00E-06 4.75E-06 1.09E-05

24 4.75E-06 6.00E-06 7.83E-06

25 6.00E-06 8.10E-06 1.34E-05

26 8.10E-06 1.00E-05 1.21E-05

27 1.00E-05 3.00E-05 4.68E-04

28 3.00E-05 1.00E-04 1.62E-02

29 1.00E-04 5.50E-04 1.96E-01

30 5.50E-04 3.00E-03 2.33E+00

31 3.00E-03 1.70E-02 3.61E+01

32 1.70E-02 2.50E-02 3.26E+01

33 2.50E-02 1.00E-01 4.69E+02

34 1.00E-01 4.00E-01 2.86E+03

35 4.00E-01 9.00E-01 5.77E+03

36 9.00E-01 1.40E+00 7.88E+03

37 1.40E+00 1.85E+00 1.23E+04

38 1.85E+00 2.35E+00 2.21E+04

39 2.35E+00 2.48E+00 6.46E+03

40 2.48E+00 3.00E+00 2.61E+04

41 3.00E+00 4.80E+00 2.96E+04

42 4.80E+00 6.43E+00 2.53E+02

43 6.43E+00 8.19E+00 0.00E+00

44 8.19E+00 2.00E+01 0.00E+00

Totals 1.14E+05

표 3.62. 세라믹 폐기물의 에너지별 중성자 생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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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2.4049E+01 5.9679E-06 2.4049E+01

측면 5.4509E+01 1.4535E-05 5.4509E+01

하부 4.3233E+01 1.1276E-05 4.3233E+01

표 3.63. 폐기물용기(can)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위: rem/hr

나) 처분용기 선량평가

세라믹 폐기물용기(캔)은 7개를 2단으로 쌓는 형태로 정렬시켰다. 총 14개의 폐

기물용기(캔)을 그림 3.57과 같이 처분용기에 다시 장입하였다. 처분용기의 내측에

는 방사선 및 열 차폐 목적의 주철이 놓이게 되며, 상부 18 ㎝, 하부 18 ㎝, 측면

9.5 ㎝의 두께를 갖는다. 처분용기의 외측에는 처분환경에서의 부식방지 목적의 구

리코팅이 입혀지게 되며 상부 3 ㎝, 하부 3㎝, 측면 1 ㎝ 두께를 갖는다.

그림 3.57. 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 개념도.

1개의 폐기물용기(94.8 kg: 2개의 폐기물 블럭)에 해당되는 광자 생성율은

× (photons/sec)이므로 14개의 폐기물용기가 장입되는 1개의 처분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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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생성율은 총 × (photons/sec)이며, 중성자 생성율은 ×

(neutrons/sec)이다. MCNP를 이용하여 1개의 처분용기에 대한 유효선량을 표 3.64

와 같이 구하였다. 이 때 tally 영역은 용기의 측면, 상부, 하부에 대하여 수행하였

으며, 각각의 거리는 10 ㎝로 설정하였다.

위의 계산결과 중에 상부와 하부의 선량은 표면선량 기준 2 m㏜/hr를 넘지 않는

반면에 측면 값은 기준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처분용기 근처에 사람의 접근을 허

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측면부분에 대한 차폐 보강이 필요하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8.7206E-03 4.1045E-06 8.7247E-03

측면 8.5268E-01 1.6102E-05 8.5269E-01

하부 1.2643E-02 6.1649E-06 1.2649E-02

표 3.64. 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위: rem/hr

다) 완충재 흡수선량평가

세라믹 폐기물의 처분공을 그림 3.58에 나타내었다. 처분공은 처분용기(캐니스

터)를 2단으로 쌓은 후에 주변을 완충재(벤토나이트)로 채운 형태이다.

단일 처분공에는 그림 3.58과 같이 세라믹 처분용기 2개가 수직으로 적재되게 되

는 데 이때 처분용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용기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

충재가 받는 흡수선량을 계산하였다. 총 28개의 폐기물 용기의 광자 선량율과 중

성자 선량율을 이용하여 벤토나이트 전체 두께 중 최내각의 두께 1cm 이내에 흡수

되는 흡수선량을 계산한 결과를 표 3.65에 나타내었다. 이 값은 선진국들의 기준인

1 Gy/hr보다 낮은 값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세라믹 처분시스템이 완충재의 흡

수선량 측면에서는 안전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측면 1.15E-2 6.17E-9 1.15E-2

표 3.65. 세라믹 폐기물 완충재 흡수선량 계산 결과 단위: re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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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세라믹 폐기물 처분공 개념도.

나. 처분용기 부식 수명 평가

처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폐기물 중에 구리코팅을 이용한 처분용기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하나로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세라믹폐기물 처분용기이

다. 각 용기의 제원 및 용기에 사용되는 구리의 부피 정보는 표 3.66과 같다. 처

분용기에 사용된 구리 부피는 부식수명 예측에 필요한 구리 질량 정보를 위하여 산

출하였다. 표 3.67에는 각 처분용기별 부식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나타내었다. 앞의 표에 표기되지 않은 기타 자료들을 표 3.68에 나타내었다.

폐기물

용기

측면

두께

[㎝]

상부

두께

[㎝]

하부

두께

[㎝]

구리

내경

[㎝]

내경

높이

[㎝]

구리

외경

[㎝]

외경

높이

[㎝]

구리

부피

[㎥]

CANDU 1 3 3 63 260 64 266 0.181

Hanaro 1 3 1 63 140.5 64 144.5 0.108

Ceramic 1 3 3 50.55 158 51.55 164 0.101

표 3.66. 처분용기별 제원 및 구리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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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우
폐기물

부식

인자

원자

질량

[g]

폐기물

용기

외경

[m]

완충재

두께

[m]

완충재

외경

[m]

확산계수

[㎡/y]

부식

인자농도

[g/㎥]

용기

길이

[m]

구리

질량

[g]

1 CANDU S 32.064 0.64 0.36 1 8.67E-03 6.5 2.66 1.61E+06

2 Hanaro S 32.064 0.64 0.36 1 8.67E-03 6.5 1.445 9.57E+05

3 Ceramic S 32.064 0.516 0.36 0.876 8.67E-03 6.5 1.64 8.97E+05

4 CANDU Cl 35.453 0.64 0.36 1 1.39E-04 2.18 2.66 1.61E+06

5 Hanaro Cl 35.453 0.64 0.36 1 1.39E-04 2.18 1.445 9.57E+05

6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2.18 1.64 8.97E+05

7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6.5 1.64 8.97E+05

8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1000 1.64 8.97E+05

표 3.67.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예측에 사용된 자료 목록

Region Parameter Value Unit

ETC Pitting corrosion factor (usually 5-25) 5 -

Buffer

buffer porosity 0.41 -

Diffusion coefficient in a liquid in a buffer

pore water
1.39E-4 ㎡/y

Fracture

(Rock)

Porosity of a porous material within a

fracture
1.0 -

Maxtrix porosity 1E-3 -

Diffusion coefficient in a liquid in a porous

material within a fracture
0.032 ㎡/y

Liquid diffusion coefficient in a pore liquid

within a rock matrix
1E-7 ㎡/y

Fracture Spacing distance 5 m

표 3.68. 부식수명 계산에 사용된 입력자료

구리용기 부식에 있어서 가장 큰 부식인자는 황(Sulphur)과 염소이온(Cl-)으로 알

려져 있으므로 두 가지 인자에 대해서 수명 예측을 하였고, 황의 확산계수는 원자

력연구원내의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측정한 값을,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는 원자력연

구원내의 염소이온 확산실험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였다. 황의 부식인자 농도와 염

소이온의 부식인자 농도(2.18 g/㎥)는 모두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값을 사용하였다.

각 처분용기 경우별 부식수명을 그림 3.59와 같이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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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암반내 균열 크기에 따른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예측.

본 부식수명 예측모델은 Peclet Number(Pe) 값 4를 기준으로 모델이 바뀌게 되

며 이 값에 해당되는 암반내 균열 크기는 4 ㎜이다. 이를 기준으로 부식수명이 전

체적으로 크게 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그림 3.59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

으로 1∼3의 경우(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가 4∼6의 경우(하나로 사용후핵

연료 처분용기)보다 부식수명이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1∼3)의 경

우의 완충재 내의 확산계수가 뒤(4∼6)의 경우보다 조금 더 크고, 또한 부식인자의

농도 역시 큰 값을 갖기 때문에 훨씬 부식 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7의 경우에서 부식인자 농도를 앞의 경우와 같게 하였을 경우 확산계수의 차이

만큼 부식수명의 차이가 작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8

의 경우에는 부식인자 농도를 1,000으로 설정한 경우인데, 당연히 부식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을 볼 수 있었다. 1,000 값은 스웨덴의 포스마크 지역의 처분장 폐쇄

시점의 염소농도(500∼5,000 mg/L)를 참조하여 설정한 값이다.

다. 열 및 구조 해석

1) 처분시스템 열 및 구조해석

공학적방벽 구성요소인 처분용기의 건전성 확보는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사용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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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 직접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는 CANDU형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존

처분용기 개념은 4개 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는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외

부 제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33번들 용량의 바스켓을 9단으로 적재하여 총 용

량 297 번들을 수용하는 개념이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취급시 동일 장

비 및 시설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CANDU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60번들용 저장 바스켓을 해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재 PWR 사용후핵

연료에 대한 재활용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유리 고화체 등을 위한 용기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CANDU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처분효율을 높이고 취급절차

를 단순화시키기 위한 기존 처분용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개선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현재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60 번

들 용량의 바스켓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높이 방향으로는 4단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용기의 용량을 240 (60번들×4단) 번들로 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규모는 D 1,280 mm×H 2,745 mm로 제원 및 단

면과 기존 처분용기와의 비교는 표 3.69에 나타낸 바와 같다.

구 분
기존(KRS) 용기 개념 개선 용기 개념

내 용 개념도 내 용 개념도

구조/

제원

- 이중구조

. 내부 : 탄소강

. 외부 : 구리쉘 (5

cm)

- 이중구조

. 내부 : 탄소강

. 외부 : 구리코팅(1

cm)

제원
- 지름 : 102 cm

- 높이 : 483 cm

- 지름 : 128 cm

- 높이 : 274.5 cm

용량
- 297 번들

. 33번들 x 9단

- 240 번들

. 60번들 x 4단

비고
- 33 버들용 바스켓

9단 적재

- 60 버들용 바스켓

(원전에서 사용중)

4단 적재

표 3.69. 기존 처분용기 개념과 개선된 처분용기 개념 비교

가) 처분 시스템 열해석

(1)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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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스템에서 방사능 붕괴열에 의한 온도요건에

따른 열적 안정성 분석을 위하여 해석 모델은 3차원 모델을 이용하였다. 처분공정

은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설치됨과 동시에 공학적방벽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수의 처분터널과 처분공이 동일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는 처분장 배치특

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수평방향으로는 처분 터널 간격과 처분공 간격의 1/2씩을

고려한 1/4모델로 하였으며, 상하부 수평경계는 붕괴열에 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

록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상부는 지표로 하고, 하부는 심도 1000 m를 경계로 하

여, 처분용기 중심으로부터 상하 500 m를 고려하였다. 해석모델의 기하학적 형상

은 그림 3.60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60. 심지층 처분장 열 해석 모델.

(2) 붕괴열 및 초기/경계 조건

처분공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 방사능 붕괴열(W/tHM)은 핵분열생

성물과 악티나이드 원소로부터 발생된다. CANDU 사용후핵연료 방출연소도가

8,100 GWD/MTU인 경우에 있어서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 냉각기간을 고려한 방사

능 붕괴열 이력에 따른 열량 P(t)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이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여

심지층 처분을 위한 기준 사용후핵연료 도출 및 사용후핵연료 특성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것이다.

  EXP    EXP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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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C1 A1 C2 A2 C3 A3 y0

ORIGEN-

ARP

1≤t≤100 251.12 0.02442 5431.4 0.71648 0 0 47.23

100≤t≤1E+6 11.50
5.9635E-

5
33.26 0.00154 218.6 0.02183 0.710

ORIGEN-

2

1≤t≤100 250.92 0.02609 5278.3 0.69554 0 0 49.07

100≤t≤1E+6 29.26 0.00152 12.23
5.8909E-

5
213.5 0.02166 0.730

처분 시스템 열 해석을 위한 대칭적 해석모델에 따른 경계조건은 해석모델의 양

쪽 수직 경계면과 바닥은 단열 경계로 설정하였다. 온도 분포는 지표 하 지하수대

의 온도를 15oC로 가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하 100 m 깊이마다 3oC씩 상승하는

것으로 초기조건을 설정하였다.

본 해석에서 암반, 완충재, 뒷채움재 및 처분용기의 물리적 특성은 표 3.70에 나

타낸 바와 같다. 해석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으로는 유한요소 기법을 이용하여 다

양한 구조해석 및 열해석을 수행하는 상용코드로서, 처분시스템 설계에의 적용성을

분석한 바 있는 NISA ver. 12의 heat module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 분
밀 도

(kg/m3)

열 전도도

(W/m℃=J/s/m℃)

비 열

(J/kg℃)
Spent fuel 2,000 0.135 2,640
Cast insert 7,200 52 504

Outer shell 8,900 386 383
Buffer 1,970 1.0 1,380
Backfill 2,270 2 1,190
Rock 2,650 3.2 815

표 3.70. 열 해석을 위한 재료의 물성치

2) 처분용기 구조해석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을 적재한 처분용기는 궁극적으로 지하 500 m

깊이 이하의 건전한 암반 내에 처분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 후 처분용기 주변은

지하수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수의 포화에 의하여 처분용기 주변에 설치

한 완충재가 팽윤하여 압력을 발생한다. 처분용기는 이와 같은 포화된 지하수 및

완충재 팽윤에 따른 압력에 저항하여 그 응력이 허용응력 범위 내에서 건전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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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내부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억제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처분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술하는 2가지 하중

조건에 대해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처분용기의 구조적 건전성은 Cast Insert

부분으로만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 구조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열적 물성치

는 표 3.70의 값을 사용하였고, 구조적 물성치는 표 3.71에 제시하였다.

재 료 구 분 값

fuel

Density 2000 kg/m3

Young's modulus 29.777 GPa

Poisson's ratio 0.3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3.24e-6 K-1

cast

insert

Density 7200 kg/m3

Young's modulus 162 GPa

Poisson's ratio 0.3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085e-5 K-1

Yield strength
235 MPa

(at 100℃)

표 3.71. 구조해석을 위한 재료 물성치

(1) 정상조건

사용후핵연료가 포장된 처분용기를 심지층 암반 내에 처분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이 지난 후 주변은 지하수로 포화되며, 이 지하수에 의하여 처분용기는 수압을 받

게 된다. 지하 500 m의 위치에 처분될 경우 이에 따른 수압은 5 MPa이다. 또한 완

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에 따라 완충재로 이용된 벤토나이트는 팽윤을 하며, 이때

벤토나이트 팽윤압은 최대 7 MP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처분용기에

적재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는 방사성 핵종들의 붕괴에 의한 열이 발생하며,

이 열은 처분용기에 열응력으로 작용한다. 본 해석은 처분용기 1/4 형상에 대하여

3차원 모델로 수행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NISA를 사

용하였다.

(2) 극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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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암반내의 처분용기가 받게 될 비정상 하중조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정상 하중조건으로 선정한 것은 비대칭 하중조건으로서 처분용기의 양끝은 고정

되고 하중이 그림 4에 주어진 바와 같이 비균질하게 작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스웨덴에서 처분용기 개발을 위하여 고려한 하중조건이다. 완충재가 지하수로 포화

됨에 따라 완충재로 이용된 벤토나이트는 팽윤을 하게 되며, 이 팽윤압으로는 7

MPa를 이용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은 정상 하중조건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 조건에서는 비정상 하중으로 인하여 비대칭 하중조건이므로 처분

용기 1/4 형상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므로 처분용기 1/2 형상에 대한 3차원 구조해

석을 수행하였다.

다) 해석 결과 및 분석

(1) 열해석 결과 분석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처분하는 환경에서 방사능 붕괴열에 따른 온

도 요건 만족을 확인하기 위한 열적 분석 특성을 표 3.72에 나타내었다. 기존 개념

배치 기준인 처분터널 간격 40 m에 처분공 간격을 3 m 와 6 m에 대하여 수행하였

으며, 각 경우에 있어서의 해석결과는 그림 3.61에 나타내었다.

Case
기존 개념 개선 개념

o1 o2 n1 n2

특성

터널-처분공

간격

(m)

40 × 6 40 × 3 40 x 6 40 × 3

용 량

(연료봉 개수)

297 번들

(33×9)

297 번들

(33×9)

480 번들

(60×4단x2 ea)

480 번들

(60×4단x2 ea)

용기 직경(cm) 102 102 128 128

용기 높이(m) 4.78 4.78 2.745 x 2 2.745 x 2

표 3.72. 열 해석을 위한 개념 특성 비교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열적 안전성 해석결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처분터널 및 처분공간격이 40 m, 3 m 인 경우 처분 후 37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용

기 표면온도가 최고 온도에 도달하며, 이때 온도는 88.9 oC로서 처분장 온도제한 요건

(100 oC)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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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열해석 결과.

(2) 구조해석 결과 분석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처분하는 환경에서 처분용기의 구조적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정상 환경에서의 하중 작용시와 극한 환경에서의 하중 작용시로 구

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는 그림 3.62와 그림 3.63에 각 환경 조건에서

의 von-Mises 응력값과 가시적으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결과값의 축척비율

(scale)을 확대한 변위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경우와 극한 상황의 경우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분석결과 정상적인 하중을 받는 경우 응력값과 변위값은 각각 81.1 MPa와

1.47 mm로 안전율이 2.9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정상 상황에 따른 극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도 응력값과 변위값은 각각 176.2 MPa 및 1.61 mm로 안전율이 1.33 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개선된 처분용기는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열적-구조적 안정성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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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최대값 안전율

von-Mises stress

(for cast iron)

81.1 MPa

2.90

(235/81.1)

deformation

(3X)

(for cast iron)

1.47 mm

그림 3.62. 정상하중 조건하의 처분용기 구조해석 결과 (응력 및 변위).

결 과 최대값 안전율

von-Mises stress

(for cast iron)

176.2 MPa

1.33

(235/176.2)

deformation

(3X)

(for cast iron)

1.61 mm

그림 3.63. 극한하중 조건하의 처분용기 구조해석 결과 (응력 및 변위).

3) 처분터널 구조적 안정성 평가

(1) 처분터널 구조적 안정성 해석

사용후핵연료 PYRO 재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 지층처분을 위한 처

분터널의 안전성 해석을 위한 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처분터널은 다음과 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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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그림 3.6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처분터널 폭은 5,100 mm이고 처분터널 높

이는 4,800 mm로 처분터널의 단면적은 23.2 이다. 처분터널의 길이는 250 m로

간격이 20 m인 2개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고, 지표로부터 500 m 아래에 위치해 있

으며, 터널주변은 결정질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64. 처분터널의 형상 (단위 : m).

해석범위는 2차원 모델링으로 탄성영역에 국한하였다. 해석은 2단계로 실시하였

고, 첫 번째 단계로 1000×1000 m의 범위를 선택하여 터널 굴착 전의 응력상태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로 60×40 m의 범위만을 고려하여 초기조건으로 첫 번째 단

계에서 결정된 응력을 적용한다. 이 단계에서는 굴착 후의 터널부분을 고려하여 해

석하였다. 그림 3.65은 유한요소 모델링으로 경계조건은 측면은 X 방향으로 고정

하였고 아래 면은 Y축 방향으로 고정하였다. 하중은 자중만을 적용하였다. 사용요

소는 2차원 평면변형율 요소로 하였다. 터널주변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성은 다음과 같다.

- 탄성계수 : 5.3E10 Pa

- 포아송비 : 0.2

- 밀 도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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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유한요소 모델링.

해석결과는 그림 3.66 및 그림 3.6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그림 3.66은 터널의

중력방향 변위도로 터널상부의 최대변위는 7.6 mm로 나타났으며, 그림 3.67은 중력

방향의 응력도로 최대응력은 60 MPa로 나타났다.

그림 3.66. 터널의 변위도.

그림 3.67. 터널의 Y방향 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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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교차부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분석

파넬터널의 굴착에 대한 안정성과 파넬터널/처분터널과의 교차부에서의 역학적

안정성을 분석하였으며, 굴착순서는 파넬터널 굴착후 처분터널을 굴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파넬터널 굴착후 발생한 응력은 암반 강도에 비해 훨씬 낮았으며 소

성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굴착면에서의 최대변위는 1.8 mm로 파넬터널 굴착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73). 한편, 파넬터널의 벽면에 처분터

널을 굴착한 후에는 응력집중과 변위가 더 커지게 되며, 특히, 교차부의 벽면 하단

에서 큰 압축응력이 발생하였으며 터널주변에 광범위하게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그림 3.68). 소성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접속부에서의 응력집중에 대한 보강을

통해 안전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굴착 방법 파넬터널 굴착후 처분터널 굴착후

굴착면의 최대변위 (mm) 1.8 (터널 벽면) 2.3 (교차부 상부)

최대 주응력 (MPa) 36.34 53.43 (교차부 벽면 하부)

최소 주응력(인장응력)

(MPa)
-1.05 -1.44

표 3.73. 파넬터널과 처분터널 굴착후의 해석결과

그림 3.68. 교차부에서의 변위.



- 461 -

라. 비용분석

1)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비용분석

가) 비용평가 방법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처분시스템 즉, KRS-1, A-KRS-1, A-KRS-21,

A-KRS-22를 비용평가 대안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은 개발 순서로 나열

한 것이다. 즉 KRS-22의 대안이 가장 최근의 처분시스템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스템의 성능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성능향상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

감소이다. 그러나 경제성은 우선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조건하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서는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각

처분시스템에 대한 대안들의 경제성 평가방법은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요

원가동인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계산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처분시스템의 소요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로 공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

서 공학적인 방법이란 처분시스템의 개념설계에 근거하여 각 부문별 소요물량에 단

가를 곱한 것을 합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3.4)

과 같다. 이러한 방법은 공학적인 원가추정방법이라고 하며, 만약 계산된 총비용

()이 미래원가인 경우는 적정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균등원가

(Levelized Unit Cost)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균등원가 산정방법은 평균원가

의 개념으로써 비용발생이 다른 시간에 나타날 경우에 각 대안들의 총비용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여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3.4)

여기서 는 i 부문의 소요물량을 의미하며  는 단위당 원가를 의미하며, 각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각 처분시스템에 대한 전체비용을 계산하는 방

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계산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전체비용을 알

기 위해서는 전체 개념설계의 비용요소를 활동(activity)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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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의 체계적 분류에 따른 소요비용은 각각의 원가동인을 분석하여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각 부문에서 필요한 활동들은 ABC(Activity Based Costing) 방

법을 사용하여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가집합(Cost Pool)에 있는 간접비

성격의 비용은 가능한 한 경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비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에 대한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방법은 직접비로 전환할 수 있는

일부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추적하여 직접비로 전환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작업

을 통하여 전체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하게 되어 총원

가계산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는 있지만, 각 처분시스템 대안의 경제적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시간과 소요인력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방

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처분원가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미래시점의 비용을

추정한 원가이기 때문에 비용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각 단가들의 정확성이 총비용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결정요인(determinant)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위당

원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각 처분시스템의 대안 중에 최적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비

용만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비해 적은 인력과 시간이 소

요하게 되어 최적대안을 선택하는데 총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주요 원가동인 부문을 A, B, C라 가정할 경우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원가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3.5)와 같다.

        (3.5)

여기서  ,  , 은 각 원가동인의 소요물량을 의미하며  , , 는 각각의

단위당 원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 (3.4)과 비교하여 식 (3.5)의 차이점은 식(3.5)

에서는 총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가동인만을 한정하여 이러한 원가동인

에 대한 비용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식 (3.4)의 가 식 (3.5)의  보다 항상 크며,

이러한 방법으로 비용을 산정하면 여러 대안들에서 최적대안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주요 원가동인의 비용만을 계산하는 이유는 각 대안들에서 발생되는 다른

비용은 주요 원가동인의 비용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이므로 이러한 소액의 비용들

이 경제성 측면에서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각 처분대안의 주요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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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가동인을 도출해야 한다. 여기서 원가대상은 처분장이며, 원가동인은 처분

장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요인 또는 부문을 의미한다. 보통 주요 원가동인 숫자는

비용규모와 원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터널 등 5가지의

주요 원가동인을 상정하였다. 즉, 처분터널 굴착비, 처분공 완충재로서의 벤토나이

트 비용, 처분용기 비용, 처분터널 뒷채움재 비용, 처분공 굴착비로 설정하였다. 이

러한 이유는 지하 처분장에서 소요되는 건설투자비의 비교를 통하여 각 대안의 경

제성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비용을 비교분석

하므로써 각 처분시스템의 부문별 소요비용을 알 수 있고, 각 대안에서 경제적 장

점이 있는 원가동인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요원가동인에 대한 비용만을 계산하는 방법의 장단

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3.74과 같다.

구분 총비용 계산방법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비용계산방법

장점

- 전체 시스템에 대한 총비용을

알 수 있음

- 전체 비용시스템에 대한 소요

활동을 알 수 있음

- 전체 WBS를 알 수 있음

- 각 처분 대안간의 원가계산에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됨

-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특성을 파

악할 수 있음.

단점

-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전체의 추정단가 확보에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원가동인을 미리 알고 있어

야 함.

- 전체적인 비용을 알 수 없음.

표 3.74. 총비용과 주요 원가동인의 원가계산방법의 장단점

나) 비용평가 기준과 척도

본 연구의 비용계산의 목적은 각 처분대안 간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대

안들의 경제적 성능개선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어떤 대안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어

느 정도 감소되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개선 되었는가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감소 효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 대안은 한국형처분시

스템(A-KRS-1)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요 원가동인은 한국형처분장(KRS-1)의 처분장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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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용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대안의 경제성 비교를 위하여 비용평가

척도는 단위모듈 개념을 이용하였다. 즉 각 대안들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지

하 처분장에서 하나의 처분용기를 거치하기 위한 처분터널 규모와 처분공으로 구성

되는 단위모듈에 대한 비용을 비용계산 척도로 설정하였다.

다) 처분관련 단위당 원가

공학적인 방법의 원가계산에서 소요비용은 필요한 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합한 금

액 이므로 단가의 정확성은 처분원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단가들을 살펴보면, 처분공 굴착원가는 핀란드의 외국단가를 2010년 1월말 기준의

환율로 환산한 값이다. 그리고 다른 단가들은 한국물가정보지(2009년 11월말) 등에

서 추출한 국내 단가를 사용하였다. 특히 구리분말 단가는 kg당 50,000원을 사용하

였다. 이러한 단가는 KRS-1의 구리단가인 11,040원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이러

한 이유는 KRS-1의 개념에서는 처분용기의 외부용기 제작을 위해 구리분말 재료

를 사용하지 않고 순동판을 사용하였고, A-KRS-1 개념부터는 Cold spray coating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구리분말을 외부용기의 원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단위 모듈당 원가는 처분공 단가로써 1,143,963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러한 이유는 처분공 굴착은 일반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발파공법에 의한 굴착이

아니고 TBM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처분공을 정밀하게 굴착하기 때문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처분터널 굴착비는 처분터널 단위모듈 부피당 원가를 의미하며 모든

개념에서 처분터널 간격은 40 m이지만 처분공 간격은 차이가 있다. 즉, A-KRS

개념과 A-KRS-1의 처분터널 간격이 4 m로 같은 값인 반면, A-KRS-21과

A-KRS-22의 개념은 처분공 간격이 5 m이다. 또한 처분터널 규모가 감소하여 처

분터널의 굴착비용에서 비용감소가 유발되며 처분공 배치에 대한 성능개선 효과가

비용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공 간격의 축소는 반듯

이 열계산을 통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성을 충족시키

는 설계요건 즉,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한 후 처분용기 표면온도가 100℃ 이하를 만

족시켜야 한다.

라) 단위모듈당 비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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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1을 기준으로 4가지 대안에 대한 처분용기당 단위모듈의 전체적인 비용감

소율을 살펴보면, A-KRS-1이 -6.6%, A-KRS-21은 -27.3%, A-KRS-22는 -28.1%

로 나타났다. 그러나 좀더 자세한 비용감소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3.75와 같이 번

들당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비용감소 효율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표와 그림에

서 사용한 금액단위는 원이다.

KRS-1 A-KRS-1 A-KRS-21 A-KRS-22

용량(번들) 297 420 240 240

처분터널간격 40 40 40 40

처분공간격[m] 4 4 5 5

규모[cm]
W 500 x H

615

W 500 x H

615

W 390 x H

410

W 390 x H

410

단면적[m2] 28.69 28.69 14 14

처분터널 단위모듈 부피 115 115 71 71

단가[원/m3] 46,334 46,334 46,334 46,334

처분터널비용 5,317,240 5,317,240 3,292,000 3,292,000

효율[%] 100 100 62 62

번들당 터널비용 17,903 12,660 6,858 6,858

번들당 터널비용 효율[%] 100 71 38 38

표 3.75. 단위모듈의 처분터널 굴착원가

표 3.75에서와 같이 각 대안들의 단위모듈 부피는 KRS-1과 A-KRS-1의 부피가

115 m3으로 같고 A-KRS-21과 A-KRS-22의 부피는 71 m3으로 같기 때문에 동일

한 처분터널 단가를 적용한 번들당 터널비용감소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69와 같다.

그림 3.69. 번들당 터널굴착 비용 및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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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1 A-KRS-1 A-KRS-21 A-KRS-22

두께[cm] 50 40 40
20(Sand

30%)
20

부피[m3] 21.7 21.3 20.1 5.1 15

밀도[kg/m3] 1970 1970 1970 1970 1970
물량[ton] 43 42 40 7 30
단가[원/ton]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벤토나이트

비용
24,433,038 24,045,806 22,645,524

4,022,116 16,899,645

20,921,761

효율[%] 100 98 94 86
번들당

벤토나이트

비용[원/번들]

82,266 57,252 47,178 43,587

번들당

벤토나이트

효율[%]

100 69.6 57 53

표 3.76. 단위모듈의 벤토나이트 원가

표 3.76에서와 같이 각 대안들의 벤토나이트 물량은 조금씩 변하게 된다. 왜냐하

면 벤토나이트 두께가 KRS-1에서는 50 cm이지만 A-KRS-1 부터는 40 cm 두께로

10 cm 축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A-KRS-22 대안에서는 이중벤토나이트를 사용

하였다. 즉 내부 20 cm 는 모레를 30% 혼합하여 압축시킨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지

만 외부 20 cm 의 벤토나이트는 다른 대안과 같이 100 %의 벤토나이트를 압축시

킨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열해석 측면에서 성능개선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중벤토

나이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번들당 벤토나이트 비용감소 효율을 그래프로 나타

내면 그림 3.70과 같다.

그림 3.70. 번들당 벤토나이트 비용 및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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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1 A-KRS-1 A-KRS-21 A-KRS-22

규모[cm]
D 102 x H

483

D 124.4 x H

412.9

D 128 x H

274.5

D 128 x H

274.5

주철중량[kg] 15,825 8,440 7,445 7,445

주철단가[원/kg] 2,700 2,700 2,700 2,700

주철비용 42,726,703 22,788,000 20,101,893 20,101,893

구리중량[kg] 7,229 1,830 1,234 1,234

번들당

구리중량[kg/번들]
24.3 4.4 5.1 5.1

구리감량 효율[%] 100 17.9 21.1 21.1

구리단가[원/kg] 11,040 50,000 50,000 50,000

구리비용[원] 79,810,003 91,500,000 61,711,755 61,711,755

용기 재료비용[원] 122,536,706 114,288,000 81,813,648 81,813,648

표 3.77. 단위모듈의 처분용기 원가

표 3.77에서와 같이 각 대안들의 처분용기 규모를 살펴보면, KRS-1과 A-KRS-1

은 차이가 있지만 A-KRS-21과 A-KRS-22의 용기규모는 같은 것으로 설계하였다.

번들당 구리감량 효율은 KRS-1에 비해 A-KRS-1 대안에서 17.9%로 나타났으며,

A-KRS-21과 A-KRS-22에서는 5.1%로 동일한 구리감량 효과를 나타내었다. 왜냐

하면 KRS-1의 개념에서는 순동판을 외부용기 재료로 사용한 반면에 A-KRS-1 부

터는 구리분말을 외부용기의 재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용기 두께가

KRS-1의 개념에서는 5cm 인 것이 A-KRS-1에서는 1cm로 감소되어 비록 단가가

비싼 구리분말가를 사용하였지만 비용감소 효과는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구리감량

효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71과 같다.

[kg]

그림 3.71. 번들당 구리 중량 및 구리 감량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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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1 A-KRS-1 A-KRS-21 A-KRS-22

뒷채움 단위모듈

부피[m3]
114.76 114.76 71 71

단가[원/m3] 196,080 196,080 196,080 196,080

뒷채움재 비용[원] 22,502,141 22,502,141 13,931,484 13,931,484

효율[%] 100 100 62 62

번들당 뒷채움

비용[원]
75,765 53,577 29,024 29,024

번들당 뒷채움

효율[%]
100 71 38 38

표 3.78. 단위모듈의 뒷채움 원가

표 3.78에서와 같이 각 대안들의 뒷채움 단위모듈 부피는 KRS-1와 A-KRS-1에

서는 114.76 m3으로 같고 A-KRS-21과 A-KRS-22에서는 71 m3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처분터널 단면적이 KTS-1과 A-KRS-1에서 28.69 m2 이었던 것이

A-KRS-21과 A-KRS-22에서 14 m2로 축소된 효과에 의한 것이다. 또한 뒷채움 단

가는 처분터널의 뒷채움에서는 벤토나이트를 30 wt% 혼합한 재료를 뒷채움재로 고

려한 값이다. 번들당 뒷채움 비용감소 효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72와 같다.

그림 3.72. 번들당 뒷채움 비용 및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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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1 A-KRS-1 A-KRS-21 A-KRS-22

규모[cm]
D 224 x H

783

D 225 x H

663

D 208 x H

799

D 208 x H

799

부피[m3] 31 26 27.1 27.1

단가[원/m3] 1,143,963 1,143,963 1,143,963 1,143,963

처분공

굴착비용
35,298,789 30,156,475 31,001,408 31,001,408

효율[%] 100 85.4 88 88

번들당

처분공

비용[원]

118,851 71,801 64,586 64,586

번들당

처분공

효율[%]

100 60.4 54 54

표 3.79. 단위모듈의 처분공 굴착원가

표 3.79에서와 같이 각 대안들의 처분공 규모는 KRS-1와 A-KRS-1에서는 다르

고 A-KRS-21과 A-KRS-22에서는 같다. 따라서 처분공 굴착비용의 효율은

A-KRS- 21과 A-KRS-22에서 가장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번들당 처분공 굴착비

용 감소 효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73과 같다.

그림 3.73. 번들당 처분공 굴착비용 및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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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로 폐기물 처분시스템 비용분석

하나로 폐기물은 60번들 바스켓(1단)으로 처분용기에 넣어 처분한다. 바스켓의

제원은 외경 1,067 mm, 높이 1,022 mm이다. 따라서 A-KRS-1 등의 처분시스템처

럼 번들기준으로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처분효율을 비교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표 3.80, 표 3.81과 같이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단위모듈의 비용만을 산

정하였다. 여기서 주요 원가동인이란 처분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비용

요인으로써, 처분터널 굴착비, 완충재인 벤토나이트 비용, 처분용기 직접재료비, 뒷

채움비 그리고 처분공 굴착비를 의미한다. 또한 단위모듈 비용이란 지하처분장에서

처분용기 하나를 거치시키기 위하여 처분터널과 처분공 및 처분용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용량(번들) 60

처분터널간격 40

처분공간격[m] 4

규모[cm] W 390 x H 410

처분터널 단위모듈 부피[m3] 57

단가[원/m3] 46,334

처분터널비용[원] 2,633,600

표 3.80. 처분터널 단위모듈 원가

표 3.80에서와 같이 처분터널 단위모듈 부피는 57 m3으로 계산되었다. 처분터널의

뒷채움 비용은 단가 196,080원을 적용하여 11,145,187원으로 산정되었다. 뒷채움 비

용이 굴착비용보다 비싼 이유는 표 3.81에서와 같이 벤토나이트 가격이 톤당

571,900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처분공 벤토나이트

규모[cm] D 208 x H 799 부피[m3] 16.64

부피[m
3
] 27.1 물량[ton] 33

단가[원/m
3
] 1,143,963 단가[원/ton] 571,900

굴착비용[원] 31,058,141 벤토나이트 비용 18,747,340

표 3.81. 단위모듈의 벤토나이트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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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cm] D 128 x H 144.5

주철중량[kg] 6,699

주철단가[원/kg] 2,700

주철비용 18,087,792

구리중량[kg] 1,200

구리비용[원] 33,241,685

용기 재료비용[원] 51,329,477

표 3.82. 단위모듈의 처분용기 원가

표 3.82에서와 같이 처분용기 비용은 주철과 구리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하나로폐

기물 처분용기의 내부용기는 주철로써 측면 두께가 9.5 cm이며 상하 두께는 18

cm 이다. 또한 외부용기의 재료를 살펴보면, 상하 두께 3 cm는 순동판으로 제작하

고 측면 두께 1 cm 는 구리분말로 제작한다. 이러한 제원으로 비용을 산정한 결과,

구리분말과 순동판 비용은 각각 25,655,557원과 7,586,128원으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구리분말 비용이 많은 이유는 구리분말 가격이 50,000 원/kg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단위모듈당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그림 3.74에서와 같

이 처분용기 직접재료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며, 그 다음은 처분공 굴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처분공 굴착은 발파공법이 아닌 그라인더로 굴착하는 정

밀공법이기 때문에 굴착단가가 1,143,963 원/m3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3.75에서와 같이 주요 원가동인의 비용 점유율은 처분용기 재료비가 44.7%, 처

분공 굴착비가 27%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분터널 굴착비는 비교적 비용 점유율이

적은 2.3%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처분터널은 처분공과 달리 발파기법으로

굴착하기 때문에 굴착단가가 처분공 굴착단가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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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시스템 대안분석

가. 장기저장 방안 적용 개념

1)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선

기존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는 포장공정의 효율성 및 취급 용이성을 위하여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규

모를 동일하게 하여, 33다발을 9단으로 적재하여 총 297 다발 용량이었다[3-14,

3-15]. 현재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직접처분 방안과 재활용을 고려하여 이로

부터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안 모두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우선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선된 처분용기 개념을

도출하였다.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60 다발용 저장 바스켓을 그대로 처분

용기에 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용기 규모, 열적 조건 및 취급 등을 고려하여 용기개

념을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저장개념을 도입한 처분개념을 도출하였다. 개

선된 처분용기 개념은 그림 3.76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76. 개선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

2) 장기저장 개념 적용 처분 방안

심지층 처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선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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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터널에서 폐쇄하지 않고 장기간 저장하여 붕괴열을 상당부분 감소시킨 후 최종

폐쇄하여 처분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처분동굴 개념은 처분용기를

동굴 단면 방향으로 간격 3 m로 하여 4열, 동굴 길이 방향으로 간격 6 m로 적재하

도록 하고 장기저장 후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열이 감소되면 타 장소로의 수송이

없이 제 위치에서 폐쇄가 가능한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림 3.77(가)는 이에 대한 개

괄적인 개념을 나타내며, 이 개념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완충재를 일체화

한 K-PEM(Korea Prefabricated EBS Module) 개념을 적용하였다.

(가) CANDU 저장/처분동굴 (나) 일체화 및 폐쇄 개념

그림 3.77. CANDU 처분용기 및 처분동굴 개념.

처분동굴 운영은 방사선 방호관점에서 레일 또는 크레인 수송시스템을 이용한 원

격 조작으로 수행하며, 50 - 300년 동안 장기저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조 저장동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77(나)는

처분용기와 완충재를 일체화 시킨 처분 컨테이너와 뒷채움재를 이용한 처분동굴 폐

쇄의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78는 장기저장 후 처분동굴을 폐쇄한 상태에서

의 열적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배치개념을 적용하면, 국내 CANDU형 원전 4기 기준 총 CANDU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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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 발생량인 16,000 tU을 위한 배치면적은 약 0.28 km2(0.5 km × 0.56 km)가

된다.

그림 3.78. CANDU 처분동굴 폐쇄 개념 및 열적 거동.

나. 처분공 내 처분용기 2단 적치 개념

1) 처분용기 개선

CANDU 사용후핵연료 수송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60 다발용 사용후핵연

료 바스켓 형상 및 사용후핵연료 적재 특성상 수송용기를 수직방향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체 높이 제한으로 인하여 수송용기에 바스켓을 4단 이상 적재하여

운반하기 어려운 수송여건과 이를 처분용기에 포장하여 처분터널에서의 취급용이성

및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바스켓을 4단씩 수용할 수 있는 처분용기 개념을 도

출하였다. 이 개념의 처분용기에는 CANDU 사용후핵연료 240 다발을 수용할 수 있

고, 처분공에 처분시에는 2단 적치를 고려하였으며, 개선한 처분용기 개념도를 그림

3.79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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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개선된 바스켓 4단용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

2) 2단 적치 개념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60다발용 저장바스켓 4단을 수용하도록 개

선한 처분용기는 심지층 처분터널 바닥에 처분공을 굴착하여 처분용기를 2단으로

수직 처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3.80은 이에 대한 처분개념을 나타내고 있

다. 처분용기내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붕괴열에 대한 열해석 결과 처분

시스템 열적요건을 만족하는 처분터널 및 처분공간격은 각각 40 m와 5 m로 나타

났으며 이때 열적 거동을 그림 3.81에 제시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총 예상

발생량 16,000톤을 고려할 경우 배치면적은 약 0.38 km2(0.76 m × 0.5 m)가 된다.

그림 3.80. A-KRS-2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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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2단 적재 CANDU 처분동굴 열적 거동.

다. 처분방안별 비교 분석

1) 처분용기 및 처분개념 비교

CANDU형 및 PWR형 사용후핵연료를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심지층에 직접 처분하

는 개념으로 개발한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기준 처분시스템(KRS)과 PWR 사용후핵

연료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고려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고도화를 위

하여 개선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은 표 3.83과 같다. 개선한 처분용기 개념

은 기존 CANDU형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60다발용 저장 바스켓을 그대로 활

용하여 처분시스템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KRS A-KRS-1 A-KRS-2

처분

용기

규 모(cm) D 102 x H 483 D 124 x H 418 D 128 x H 274 x 2층

용 량 297 다발 420 다발 240 다발 x 2층

바스켓 33 다발 x 9단 60 다발 x 7단 60 다발 x 4단 x 2층

붕괴열 760 W 1,075 W 1,228 W

처분 개념
터널내 처분공

수직처분

처분터널내

수평처분

터널내 처분공

수직처분

비 고 KBS-3 V 장기저장 고려 KBS-3 V(2단 적재)

표 3.83. 기존 처분용기 및 개선 처분용기 개념 비교

이들 개선시킨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도출한 각 방안별 처분시스템개념은 그림

3.8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KRS 개념과 A-KRS-2 개념에 있어서는 KBS-3 수

직형 처분개념을 적용하였으며, A-KRS-1S-경우는 장기저장 및 회수용이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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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A-KRS-1 개념은 사용후핵연료를 적재한 처분용기를

처분터널에 장기간동안 개방된 상태로 저장한 후 방사성붕괴열이 상당부분 감소되

면 처분시스템 열적 요건에 만족하도록 배치하여 최종 폐쇄하는 개념이다. 또한,

A-KRS-2 개념은 KRS 개념S-1S-KRS-용기 1 개를 처분하고 완충재를 설치하는

개념과 달리 처분공에 개선된 처분용기를 2단으로 처분하고 완충재를 설치하는 개

념이다.

그림 3.82. 방안별 CANDU 처분시스템 개념.

2) 효율 분석

가) 열용량 및 U-density 분석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처분구역 단위면적

당 수용할 수 있는 열용량 또는 U-density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처분시스템의 주요 제한요소인 방사성붕괴열 또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을 단위면적에 수용할 수 있는 양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개념들에 대한 열

용량/U-density 효율은 각각 4.75/35.26, 6.72/49.88, 6.14/45.6으로 기존 KRS 개념대

비 개선된 개념의 처분효율은 약 30 % 정도 향상되었으며, 표 3.84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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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RS A-KRS-1 A-KRS-2 비 고

처분홀 용량

(다발/홀)

297

(33 다발 x 9 단)

420

(60 다발 x 7 단)

480

(60 다발 x 4단 x 2층) . 2.56 W/다

발

. 19 kgU/다

발

처분용기당

소요 처분면적
160 m

2
160 m

2
200 m

2

열용량 4.75 W/m
2

6.72 W/m
2

6.14 W/m
2

U-Density 35.26 kgU/m
2

49.88 kgU/m
2

45.6 kgU/m
2

표 3.84. 방안별 처분 효율 : 열용량 및 U-density

나) 굴착량 및 완충재/뒷채움재 분석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 향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처분방안에

따른 처분 소요면적, 굴착량 및 폐쇄를 위한 완충재와 뒷채움재량을 산출하여 기존

개념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처분 방안별 분석 결과 및 KRS 개념 대비 비율은

표 3.85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8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선된 개념은 소요면적

에 있어서는 기존개념에 비하여 약 30～50 %, 굴착량 측면에서는 15～60 %, 폐쇄

물질 양에 있어서 완충재는 약 50 %, 뒷채움재는 약 60 % 까지 효율이 향상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구 분
KRS A-KRS-1 A-KRS-2

비 고
수 량 % 수 량 % 수 량 %

처분면적 0.55 km
2

100 0.28 km
2

50 0.38 km
2

73 * 처분터널 규모

(m)

- KRS: 5×6.15

- A-KRS-1: 12×10

- A-KRS-2: 3.9×4.1

굴착량 0.46 Mm3 100 0.39 Mm3 85 0.19 Mm3 41

폐쇄
완충재량 0.063 Mm3 100 0.031 Mm3 49 0.037 Mm3 59

뒷채움재량 0.38 Mm3 100 0.35 Mm3 92 0.14 Mm3 37

표 3.85. 방안별 처분 효율 : 소요면적/굴착량/폐쇄물질 등

6. 지상시설 운영방안

가. 심지층 처분시스템 지상시설 개념

1) 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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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시설의 지상시설은 처분동굴 운영과 동일한 2040년에 운전개시하며, 가

용기반시설이 없고 처분장 상부에 위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처분시설 계획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건설 및 운영 원칙으로서, 처분장은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건설과 병행하여 처

분장을 운영하며, 처분터널의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처분한 후 처분터널은 뒷

채움하는 것으로 한다.

- 본격적인 처분장을 건설하기 전에 부지특성 시험을 위한 URL을 건설하며, 그

구성은 Shafts, 설비시설, 진입터널, 파넬터널 및 처분심도 환경에서의 시험을

위한 몇 개의 처분터널로 한다.

- 최종 처분장 운영에 있어서 초기 운전기간 30년 동안은 가압 중수로 사용후핵

연료를 처분하며, 이때 처분율은 132 처분용기/년으로 1개 포장라인에 1 처분

용기/일로 한다.

- 가압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완료되면, 이 후 40년 동안 가압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를 처분하며, 이때 처분율은 가압 경수로 처분 420 처분용기/년으

로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2개 포장라인으로 개조하는 것을 고려한다.

2) 최종 처분시설 부지

최종 처분부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상부지를 가정하여 설계하였으며, 지

상시설은 작업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처분용기 샤프트 인근 시설 : 포장시설, 운영시설, 안내 및 방문자 시설,

벤토나이트 콘테이너 저장시설

•작업 샤프트 주변시설 : 작업 샤프트 건물, 사무실, 용수시설,

보일러실, 폐수처리시설

•파쇄암 저장시설

주출입구는 포장시설에 근접한 운영건물 인근에 설치되며, 접근 통제는 운영시설

에서 집중관리하게 된다. 또한, 포장시설은 핵물질 저장/취급이 수행되므로 별도의

보안벽으로 분리하고 고정경비가 필요하며, 작업샤프트 주변시설은 일반산업계와

동일한 보안체계로 가능하고 고정경비는 필요하지 않다.

력공급원이 위치한 곳인 포장시설에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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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장 시설 (Encapsulation Plant)

1) 포장시설 설계원칙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기에 적재하는 포장시설의 설계원칙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 포장시설 배치를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연료는 직선형 포장라인에서 포장

•핫셀, 용접챔버 및 검사챔버는 포장라인 상부에 위치

•처분용기는 궤도위에 장착된 처분용기 이송기로 이송

- 핫셀은 2가지 사용후핵연료형에 대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포장라인은 가압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포장을 완료한 후 가압 경수로 포장

을 위하여 2개의 포장공정 라인을 설치한다.

- 사용후핵연료 인수공간/처분용기 저장고는 2가지 사용후핵연료 형에 대해

공용으로 사용한다.

- CASTOR V/32 수송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1개 수송용기당 32개의 가압 경

수로형 사용후핵연료가 수송되며, 이 수송용기의 제원은 외경이 2.451 m,

높이가 5.029 m, 무게는 125 톤이다. 1개 수송용기로 8개의 처분용기를 생

산하게 되며, 포장시설에는 1개월 운영용량인 5개의 수송용기 저장고를 구

비한다.

- 가압 중수로 수송용기의 제원은 지름이 1.42 m, 높이가 5.71 m이며, 내부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총무게는 약 50톤으로, 1개 수송용기당 1개 처분용기

를 생산하는 것으로 한다.

- 가압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은 33개들이 바스켓으로 취급하며, 가압 중

수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은 처분용기의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해

야한다.

- 처분용기의 임시저장고는 1 개월 운영분량인 40개의 처분용기 적재용량을

구비한다.

- 처분용기의 처분장으로 이송은 처분용기 샤프트(용량 50 톤)로 이송하며, 이

때 샤프트의 속도는 3 m/s로 한다.

-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은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하며, 벤토나이트

블록 저장고는 포장라인 상에 배치한다. 또한, 벤토나이트 블록 저장고의



- 482 -

용량은 1개월 운영용량으로 재사용가능한 철제박스로 취급한다.

- 방문객에 대해서는 포장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

2) 안전 등급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내에 설치된 장비 및 용기에 대한 안전등급은 다음에 기술

한 바와 같다.

- 처분용기 : Safety Class 2.

- 사용후핵연료 취급 시스템 및 장비 : Safety Class 3.

- 기타 : Safety Class 4 또는 Non-Safety Category.

3) 포장시설의 주요 기능

포장시설의 주요기능은 CANDU 및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 사용

후핵연료 하역/집합체 검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접/

검사, 처분용기 유지/보수 및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

전을 위하여 핵물질 보장조치, 원격운전, 제염/유지보수, 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및

저장 등의 보조기능도 포함한다. 포장시설의 기능별 공정 등 설명은 다음에 기술

하는 바와 같다.

가) 사용후핵연료 인수 및 저장

- 수송 트레일러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를 하역하고 검사(핵물질 보장조

치 등 서류 포함)를 수행한다.

- 수송용기의 방진 커버를 제거한 후, 차량/방진 커버 세척, 충격 흡수장치 제거

및 외부 오염도를 검사한다.

- 수송용기 수직 전환 후 지하 이송복도로 하강시키며, 필요시 임시저장(저장고

용량 : 5개 가압 경수로 수송용기 또는 15개 가압 중수로 수송용기 저장)한다.

- 궤도 이송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수송용기를 이송한 후, 핫셀 접속 및 빈 처분

용기를 핫셀에 접합시킨다.

- 사용후핵연료가 적재된 수송용기는 무게 140톤, 빈 처분용기의 최대 무게는

약 25 톤 정도이다.

- 수송용기는 이송복도에서 사용후핵연료 하역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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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락이 설치된 교환실을 통하여 작업실 진입.

•외부 뚜껑 볼트 제거, 외부 뚜껑을 제거, 지지프레임에 거치.

•수송용기는 가스분위기의 수분량과 방사능을 검사/기록.

•수송용기 불활성 기체 교체.

•내부 뚜껑의 볼트를 제거하고 수송용기 어댑터를 설치 : 핫셀 내 내부 뚜껑

용 어댑터를 설치함.

- 어댑터가 설치된 수송용기는 핫셀에 접합한 후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다.

- 하역이 완료된 수송용기는 작업실로 돌려져 어댑터를 제거하고 내/외부 뚜껑

볼트를 조인다.

나) 핫셀작업 : 처분용기 포장

- 수송용기가 핫셀에 접속되면 Kr-85와 같은 오염된 공기의 외부누출 방지를 위

하여 핫셀은 저압을 유지한다.

- 사용후핵연료 하역작업 시작 전에 포탈 크레인으로 수송용기 상부에 보호

덮개를 설치한다.

- 핫셀 구역 내에서 수송용기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다.

-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습식으로 수송되므로 포장 전에 건조가 필

요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압력용기(autoclave)의 내부 랙에 저장한다.

- 처분용기도 수송용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핫셀에 접합한다. 처분용기 외부뚜껑인

구리뚜껑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핫셀 내부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에

위치시킨다.

-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취급장비인 원격 크레인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

기에 적재하며, 이때 취급장비의 제어 및 계측장비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핫셀 외부에 설치한다.

- 가압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은 다음을 제외하고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

료와 동일한 공정을 수행한다.

•가압 중수로 핵연료는 건식수송 : 건조가 필요 없음.

•연료 다발은 바스켓(33개 들이)으로 취급.

•바스켓를 직접 처분용기에 적재.

- 정상 운전시 핫셀로의 작업자 진입은 금지하며, 비상시를 고려한 핫셀로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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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진입구를 설치한다.

- 사용후핵연료 취급셀은 오염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레스강으로 라이닝한다.

- 노심부품/기타 금속부품-제어봉과 검침기 등은 수송용기로 포장시설에 이송/

포장하여 처분한다.

다) 처분용기 용접 및 검사

- 처분용기를 핫셀에서 분리한 후 구리 뚜껑을 처분용기에 장착시킨다.

- 구리뚜껑의 용접은 전자빔 용접방법 또는 마찰교반 용접방법을 적용하며, 전

자빔 용접방법을 위한 진공 챔버는 방사선 방호장비를 구비하되 용접 중 작

업자의 접근은 할 수 없도록 한다.

- 전자빔 용접기는 수직 위치로 장착되며 고정식이고 처분용기를 회전하며 용접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한다.

- 용접결함 발생 시 결함부위 보수를 위한 재용접을 수행하며, 재용접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체 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제거하여 새로운 처분용기에 적

재하도록 한다.

- 용접부위의 건전성 검사를 위해 용접부 가공 후 비파괴 검사수행-초음파검사

/X-ray 검사를 수행하며, 개략적인 방법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초음파 검사 - 검사장비를 처분용기 검사 부위에 위치시킨 후 처분용기를

회전하며 검사.

•X-ray 검사 - 특수 챔버에서 수행하며, X-ray 검사기는 고정, 회전판위에

수직으로 장착된 처분용기를 회전하며 검사수행.

라) 최종 처분장으로 처분용기 이송

- 처분용기 검사가 완료되면, 자동조정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처분장 또는 임시

저장고로 이송시킨다.

- 포장이 완료된 처분용기의 임시저장고는 필요시 20 개의 처분용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적당하며, 임시저장 없이 직접 처분장으로 이송하는 것이 절차

를 축소하고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 벤토나이트 블럭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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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토나이트 블록은 외부에서 제조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처분시설에

서의 취급은 금속재 박스로 포장하여 지게차로 수행한다.

- 벤토나이트 블록 저장고는 포장시설에 위치시키며, 처분용기 샤프트를 통하여 처

분장으로 이송시킨다.

- 지하시설에 임시저장고를 구비하여 벤토나이트 블록을 임시 저장한다.

바) 제어 기능

- 포장시설에 필요한 제어기능으로는 생산 제어, 공정 제어, 핵물질 보장조치 제

어, 방사선 감시, 누출 및 선량 제어, 접근 제어 등이 있으며, 핵물질이 취급되

는 포장시설과 처분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핵물질 보장조치는 핵물질의 서류관리로 시행하며, 비파괴 방법으로 국제 기준에 따

라 핵물질의 질과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시설에는 계측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공정은 완전 자동화 및 원격으로 수행되며, 통제실은 감시만 수행하도록 한다.

- 구리뚜껑 용접을 위한 전자빔 용접기 또는 마찰교반 용접기, 밀링기, 용접검사

장비 및 사용후핵연료 취급장치 등, 기계장비 구입시 제어시스템 등이 포함된

완전한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 폐기물 관리 및 최종 처분

-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운영 중에는 주로 핫셀과 수송용기 제염시 고체 및 액

체폐기물이 발생되며, 이들 폐기물 뿐만 아니라 포장시설 해체폐기물을 처분

하기 위하여 처분용기 샤프트 부근에 포장시설 운전/해체 폐기물의 최종처분동

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방사선구역 환기설비에서 발생한 폐필터 등의 폐기물은 포장 후 처분장에 처

분한다.

- 핫셀 유지보수시 발생된 부품은 제염실에서 제염 및 보수가 불가능한 부품은

포장하여 처분한다.

- 대부분의 폐기물은 시설 해체시 발생하며 모든 핫셀 부품은 처분장에 처분하

는 것으로 가정하며, 공정폐기물 총량은 해체폐기물을 포함하여 약 3,000 m3 정

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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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지층 처분시스템 공정 설정

CANDU 및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PWR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및 다양한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은 크게 지상시스템과 지하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지상 시스템의 핵심공정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지하에 안전하게 격리시킬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처분용기로 폐

기물을 포장하는 공정이며, 지하 시스템은 포장된 처분용기를 처분구역으로 이송하

여 안전하게 처분하고 최종 폐쇄하는 공정을 수행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처분대상인 사용후핵연료와 재활용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속폐기물과 세라믹 고화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지상, 지하 시스템에서의 공정을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고방사선 특성을 지닌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폐기물 세라믹 고화폐기물은 이를

취급할 수 있는 핫셀에서 처분용기로의 포장을 수행하며, 원자력발전소 또는 외부

재활용 시설로부터 처분시설에 진입하여 인수검사 공정으로부터 지상시설에서의 포

장, 지하시설에서의 최종 처분공정에 대한 세부공정 및 공정내용, 관련 장비개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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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수송차량 인수 수송용기 인수구역

-수송차량검사

-보호망세척/제거

-충격흡수장비제거

-캐스크 리프팅/틸팅

-pressure sprayer

-drainage sys.

-bridge crane(140t)

　

수송용기 임시저장 수송용기 인수구역

-수송용기 방사선준위 측정

-수송용기 오염검사

-수송용기 하역 및 필요시 임시저장

-방사선 측정장비

(수송용기용)
　

수송용기 이송(하강)

수송용기인수구역

->

수송용기이송구역

-수송용기 외부오염시 제염/세척

-수송용기 이송구역으로 하강
- 제염/세척장비 　

수송용기 venting 지하 수송용기 이송구역

-수송용기 vent 연결

-내부공기 샘플링(pin건전성 검사)

-수송용기 과압 해체(300도-1바과압)

-venting sys.

-sampling sys.
　

수송용기 볼트 이완 지하 수송용기 이송구역
-수송용기 외부뚜껑 볼트이완/제거

-내부차폐 뚜껑볼트 이완
　 　

수송용기 이송 지하 수송용기 이송구역 - 핫셀접합을 위한 핫셀 하부로 이송

-bridge crane

-이송레일

-이송카트

　

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공정

1) 지상 포장 공정

(가) 사용후핵연료 인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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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수송용기 상승
핫셀하부 수송용기 접합구

역
- 핫셀 접합을 위한 수송용기 상승 - 이송카트의 상승기구 　

핫셀 접합
핫셀하부 수송용기 접합구

역
- 핫셀에 접합

-docking sys. (double

sealing sys.)
　

　 　

빈캐니스터 준비 인수 구역
-내부 뚜껑설치(볼트이완상태)

-이송 크래들로 취급

-이송 크래들

-bridge crane
　

캐니스터 하강(이송로)
인수구역->

캐니스터 이송구역

-핫셀 하부 이송로로 하강

-이송 트롤리에 장착

-bridge crane

-원격 조종이송 트롤리
　

캐니스터 외부뚜껑 제거 캐니스터 이송구역
-캐니스터 외부뚜껑(구리뚜껑) 분리

-구리뚜껑 트롤리 선반위 보관
-구리뚜껑 취급 크레인 　

캐니스터 이송(접합구

로)
핫셀하부 접합구역

-캐니스터를 핫셀접합부로 이송

-캐니스터 상승 및 접합 준비
- 이송 트롤리 　

　 　

핫셀에서 분리 핫셀하부 접합구역
-핫셀해치폐쇄

-수송용기 하강/분리

-docking sys.

-이송 트롤리
　

캐스크 오염검사 수송용기 이송구역 - 내부 차폐뚜껑 오염검사 - 캐스크 검사장비 　

필요시 캐스크 제염 수송용기 이송구역 - 내부 차폐뚜껑/캐스크 세척 - 세척장비 　

캐스크 볼트 잠금 수송용기 이송구역
-차폐뚜껑 볼트 재결함/잠금

-내부 보호뚜껑 볼트 재결함/잠금
　 　

빈 캐스크 이송

수송용기이송구역

->

인수구역

- 빈 수송용기 인수구역으로 이송 - bridge crane 　

캐스크 반출 인수구역 - 빈 수송용기 트레일러 적재/반출 - 이송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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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핫셀해치 개방 핫셀 접합부 - 핫셀 내부해치 개방 　 　

수송용기 차폐뚜껑 개방 포장공정 핫셀
- 수송용기 차폐뚜껑 (내부뚜껑)

개방
- lid portal crane 핫셀: SUS lining

사용후핵연료 냉각 포장공정 핫셀 - 수송용기내 사용후핵연료 냉각 　 　

어셈블리 인출 포장공정 핫셀

-연료 취급장치 체결

-어셈블리 인출

-어셈블링 검사/확인(감마스캐닝)

-fuel handling machine

-감마 스캐닝 장비

(뉴트론 감지기)

　

어셈블리 임시저장 포장공정 핫셀
-어셈블리 이송

-어셈블리 임시 저장소에 저장
-fuel handling machine 　

임시저장조 폐쇄 포장공정 핫셀 - 임시저장소(Auto clave) 폐쇄 　 　

어셈블리 건조(필요시) 포장공정 핫셀
- 사용후핵연료 어셈블리 건조(24

시간)
　

습식: autoclave 온도

를 120도까지 올려 건

조

　 　 　 　 　

빈 캐니스터 접합
처분용기 접합

구역
- 캐니스터 핫셀에 접합

-docking sys.

(double sealing)
　

캐니스터 접합해치 개방 포장공정셀
-접합긴밀성점검

-핫셀접합해치개방
- covering hatch 　

(나) 사용후핵연료 포장(포장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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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가스교환 해치 설치 포장공정셀 - 가스 교환해치 장착

-atmosphere-changing

cap with electric screw

driver

전자석 파지장치 장착

(인양장치)

캐니스터 내부뚜껑 제거 포장공정셀
-내부 뚜껑너트 개방

-캡 내부에서 내부뚜껑 인양
- 전자식 너트 드라이버 압축공기 사용억제

가스교환 해치 해체 포장공정셀 - 가스 교환해치 이동 　 　

오염보호장비(cone) 설치 포장공정셀 - 캐니스터 상부에 보호콘 설치 - protect cone

-웰딩심,핀스크류,가스

켓보호

-표면오염방지

어셈블리 적재 포장공정셀
-어셈블리 캐니스터에 적재

. 위치확인 및 기록
-fuel handling machine

-장비는 수직축 방향

회전가능: 굽은연료 취

급

오염제거 포장공정셀 - 캐니스터 상부 오염제거 　 　

오염보호장비 제거 포장공정셀
-오염 보호장비(콘) 제거

-실링표면/웰딩심 점검
　 　

가스교환해치 설치 포장공정셀 - 개스교환 해치 설치 - atm. change cap 　

캐니스터 가스교환(불활성

개스)
포장공정셀

-캐니스터 내부 진공화

-캐니스터 내 불활성개스 충진
- atm. Change cap

-헬륨 또는 아르곤 (대

기압까지 충전)

캐니스터 내부뚜껑 설치 포장공정셀

-교환해치 내 내부뚜껑 장착

-내부 뚜껑 너트 조임

-긴밀성 점검

- atm. Change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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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캐니스터 누출검사 포장공정셀
-개스교환 해치내 진공상태

-해치캡내 불활성개스 누출검사
- atm. Change cap 　

가스교환해치 제거 포장공정셀
-개스교환 해치 분리

-개스교환 해치 이동
- atm. Change cap 　

접합해치 폐쇄 포장공정셀
-핫셀 접합해치 장착/잠금

-캐니스터 이송 트롤리 하강

- docking hatch

- 이송 트롤리
　

캐니스터 육안검사 및 제

염

처분용기 접합

구역
- 캐니스터 표면 오염검사 - 제염 장비 　

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캐니스터 오염검사
캐니스터 이송통

로

-캐니스터 및 구리뚜껑 오염검사

-필요시 제염
　 　

캐니스터에 구리뚜껑 설치
캐니스터 이송통

로

-트롤리 선반위의 구리뚜껑 파지

-캐니스터에 설치
　 　

캐니스터 이송

캐니스터

->

용접셀 하부

-캐니스터 용접셀로 이송 　 　

용접셀에 캐니스터 접합 용접셀
-캐니스터 접합 및 밀봉

-뚜껑과 몸체 clearance 점검
　 　

전자빔 용접 용접셀
-용접챔버 진공화

-tag welding->본용접
EBW 장비 　

(다) 캐니스터 용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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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용접부위 육안검사 용접셀 - 차폐창/카메라를 통한 육안검사 Leadglass, 차폐카메라 　

캐니스터 용접셀에서 해체 용접셀

- 진공해제

- 캐니스터하강

- 접합해제

　 　

용접부위 가공 　 - 용접부위 가공 Milling machine

Grinding하

지않음 (칩

이 날려 오

염됨)

가공 부산물 제거 　 - 가공 칩 진공청소 　 　

비파괴검사 준비 　 - 초음파 검사장치 설치 초음파 검사장치 　

비파괴 검사(초음파 검사) 　 - 측면에서 초음파 스캐닝/검사 　 　

비파괴검사 해체 　 - 초음파장비 해체 　 　

캐니스터 세척 및 제염 및 세척 　 - 캐니스터 세척 　 　

캐니스터 X-ray 검사장으로 이

송
　

- 캐니스터 이송복도로 이송

- X-ray 검사셀로 이송
　 　

캐니스터 X-ray 검사 　

- 캐니스터 상승

- 검사셀 회전판 위에 설치

- 캐니스터 회전, 빔 고정하여 검사

X-ray 검사장비 　

캐니스터 이송 　
- 캐니스터 하강

- 캐니스터 이송통로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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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캐니스터 임시저장고로 이송 임시저장고 - 캐니스터 임시저장고로 이송 이송 트롤리 　

캐니스터 하역/임시저장 임시저장고
- 트롤리로부터 캐니스터 하역

- 캐니스터 임시저장
　 　

캐니스터 적재(리프트 트롤리) 임시저장고 - 캐니스터 리프트 트롤리에 적재 리프트 트롤리 　

처분장 샤프트로 이송 수직갱 리프트
- 캐니스터 트롤리 리프트로 이송

- 처분장으로 하강
수직갱 리프트 　

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블록 처분구역으로 이송 　
-지상으로부터 처분구역까지

벤토나이트 블록 이송
지하 완충재 취급 차량 　

디스크형 블록 체결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 체결장치 블록에 장착

-블록을 처분공에 하강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디스크형 블록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 처분공 바닥에 설치

-블록위치 점검 및 체결장치 회수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환형블록 체결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 장치블록에 장착

-블록을 처분공에 하강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라) 캐니스터 임시저장/처분장 이송

2) 지하 처분공정

(가) 베토나이트 블록 1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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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환형블록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 처분공 측벽에 설치: 4단

-블록위치 점검 및 체결장치 회수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위치 조정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 설치위치 점검 및 조정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블록설치 차량 철수 　
-블록 설치차량 철수

-처분용기 적치 준비
　 　

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처분용기 이송 트롤리 위치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지상으로부터 트롤리 도착

-Liftdoor 개방

-트롤리를 처분용기 하역장소로 이송

-처분용기 하역준비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트롤리 상부로 이동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지하이송차량 하역장소로 이송

-하역차량을 트롤리 상부에 설치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차폐용기 틸팅 하강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처분용기 적재 준비

-차폐용기를 트롤리 상부에 위치

-이송차량에 장착된 차폐용기 하강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차폐용기 뚜껑 개방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차폐용기의 트롤리 상부설치 위치점검

-차폐용기뚜껑개방
처분용기 이송차량 　

처분용기 체결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차폐용기 내 체결장치 하강

-체결장치로 처분용기 체결 및 점검
처분용기 취급장치 　

(나) 처분용기 인수/이송차량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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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처분용기를 차폐용기 내부로

상승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 처분용기를 차폐용기로 상승 처분용기 취급장치 　

차폐용기 뚜껑 폐쇄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 차폐용기 뚜껑 잠금 및 점검 처분용기 취급장치 　

이송차량 차폐용기 틸팅 상승

적재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 차폐용기를 이송차량으로 상승 적재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처분구역으로 이송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 처분용기를 적재한 이송차량 이송 　 　

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이송차량 처분공 상부 위치 　
-지하인수구역->처분터널로 이송

-처분터널내 처분공 상부에 위치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차폐용기 틸팅 하강 처분구역 처분공
-이송차량의 처분용기 하역 준비/고정

-차폐용기 틸팅 및 처분공에 맞춰 하강
처분용기 이송차량 　

차폐용기 위치 점검 처분구역 처분공
-처분공내 설치된 벤토나이트 블록에 처

분용기를 처분하기 위한 위치 점검
처분용기 이송차량 　

차폐용기 뚜껑 개방 처분구역 처분공 -차폐용기 뚜껑 개방 처분용기 이송차량 　

처분용기 하강 처분구역 처분공
-차폐용기내에 체결된 처분용기 하강

-환형블록 내부에 위치토록 감시
처분용기 취급장치 　

처분용기 체결장치 해제/회수 처분구역 처분공
-처분용기에 체결된 취급장치 해제

-체결장치 상승 및 회수
처분용기 취급장치 　

(다) 처분용기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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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차폐용기 뚜껑 폐쇄/틸팅 상승 처분구역 처분공
-빈차폐용기 뚜껑 폐쇄

-차폐용기 틸팅 상승/이송차량에 적재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이동 　
-작업이 완료된 이송차량 다음작업을

위한 이송
　 　

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블록 처분구역으로 이송 　 -처분구역으로 벤토나이트 블록이송 　 　

환형블록 체결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장치 블록에 장착

-블록을 처분공에 하강
벤토나이트 취급장치 　

환형블록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 처분용기 주변에 설치

-블록 위치점검 및 체결장치 회수
벤토나이트 취급장치 　

디스크형 블록 체결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장치 블록에 장착

-블록을 처분공에 하강
벤토나이트 취급장치 　

디스크형 블록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 처분용기 상부에 설치

-블록위치 점검 및 체결장치 회수
벤토나이트 취급장치 　

위치 조정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 설치위치 점검 및 조정 벤토나이트 취급장치 　

블록설치차량 철수 　 -블록 설치차량 철수 　 　

(라) 벤토나이트 블록 2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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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 운반차량으로부터 하역 2. 처분터널에 적재

3. 완충재 블록 설치 4. 외벽 구조재(방수막) 설치

그림 3.83. 금속폐기물 지하처분공정 개념.

나. 금속폐기물 처분공정

금속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전처리에서 발생하는 집합체의 피복관 등 금속물질

을 압착한 폐기물로 지상시설에서 9개 폐기물용기를 적재할 수 있는 폴리콘 재질의 처분

용기에 포장한다. 포장된 금속폐기물은 리프트를 통하여 지하 처분구역으로 이송되며, 원

격에 의한 작업차량으로 처분동굴에 처분한 후 폐쇄된다. 이들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서

의 금속폐기물에 대한 상세한 처분공정 흐름, 공정작업 내용 및 공정에 따른 공정장비 개

념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그림 3.83은 금속폐기물을 지상으로부터 지하 처분장으로 운송하여, 지하처분 터널로

이송되어온 금속폐기물 처분용기를 원격 취급장치인 리프트를 이용하여 처분터널에 적재

한 후 완충재 블록을 충진하고 외벽을 설치하는 공정을 그래픽으로 공정을 설정하여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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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수송차량 인수
수송용기 인수구

역

-수송차량 검사

-보호장치 세척 및 제거

-pressure sprayer

-drainage sys.

-bridge crane

　

수송용기 임시저장
수송용기 인수구

역

-수송용기 방사선준위 측정

-수송용기 오염검사

-수송용기 하역 및 필요시 임시저장

-방사선측정장비

(수송용기용)
　

수송용기 이송

수송용기인수구역

->금속폐기물

포장구역

-금속폐기물 포장구역으로 이송

-1차 door 개방 및 수송용기 진입

-1차 door 폐쇄 및 2차 door 개방

-포장셀 진입 및 2차 door 폐쇄

-트롤리/이송카트

-Interlock system
　

수송용기 뚜겅개방
금속폐기물

포장구역

-수송용기 볼트 해체

-내부공기 샘플링

(폐기물용기건전성 검사)

-취급시스템 및 공구

-sampling sys.
　

처분용기(MDP) 뚜겅 개방
금속폐기물

포장구역
-처분용기 뚜겅 볼트이완/제거 -취급시스템 및 공구 　

금속폐기물 용기 이송/적재
금속폐기물

포장구역

-금속폐기물 취급을 위한 체결

-금속폐기물을 처분용기로 이송

-금속폐기물 체결 해제

-in-cell crane

-이송레일

-이송카트

　

금속폐기물 처분용기 폐쇄/검

사

금속폐기물

포장구역

-금속폐기물 처분용기 뚜껑볼트 장착

-처분용기 뚜껑 폐쇄 및 검사
-취급시스템 및 공구 　

수송용기 뚜껑 폐쇄
금속폐기물

포장구역
-빈 수송용기 뚜껑 폐쇄 -취급시스템 및 공구 　

빈 수송용기 반출
포장구역->

인수구역

-빈 수송용기 인수구역으로 이송

-빈 수송용기 임시저장
-이송 카트/트롤리

포 장 구 역

이송 역순

1) 지상 포장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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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처분용기 이송
포장구역->

인수구역

-완료 처분용기 차폐운반용기에 적재

-차폐운반용기 인수구역으로 이송

-차폐운반용기 취급장치 체결

-이송 카트/트롤리
포 장 구 역

이송 역순

처분용기 지하이송구역으로

이송

인수구역->

지하이송구역

-차폐운반용기 하강

-차폐운반용기 취급장치 해체

-차폐운반용기를 이송장치에 안치

-취급시스템

-이송장치
　

처분용기 임시저장/처분장 이

송
지하 이송구역

-차폐운반용기 Lift로 이송

-필요시 차폐운반용기 임시저장

-이송장치

-또는 취급크레인
　

2) 지하 처분공정

(가) 폴리콘 구조물 설치

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처분동굴 내 폴리콘 블록 이송 　
- 지상으로부터처분구역까지

벤토나이트블록 이송
- 블록 이송장치 　

폴리콘 구조물 측벽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장치블록에장착

-블록을처분공에하강
- 구조물 취급장치 　

폴리콘 구조물 상부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처분공바닥에설치

-블록위치점검및체결장치회수
- 구조물 취급장치 　

폴리콘 구조물 보강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장치블록에장착

-블록을처분공에하강
- 구조물 취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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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차폐운반용기 이송 차량 위치 지하 인수구역

-지상에서 차폐운반용기 도착

-이송을 위한 체결장치 해제

-이송장치를 하역장소로 이송

-차폐운반용기 하역 준비

-이송차량/차폐용기 　

이송차량 적재준비 지하 인수구역
-지하이송차량 하역장소로 이송

-차폐운반용기 적재 준비
-이송차량/차폐용기 　

차폐운반용기 이송차량에 적재 지하 인수구역

-차폐운반용기에 적재장치 체결

-차폐운반용기 상승/이송차량에 적재

-차폐운반용기 이송차량에 고정

-이송차량/차폐용기 　

차폐운반용기 이송차량 이동

지하인수구역

->

금속폐기물 처분터널

-차폐운반용기 적재이송차량

처분터널로 이동
-이송차량/차폐용기 　

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이송차량 처분터널 위치 　
-지하인수구역->처분터널로 이송

-처분터널내 차폐벽에 위치
- 이송 차량 　

(나) 처분용기 인수/이송차량 이동

(다) 금속폐기물 처분용기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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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터널 이중차폐벽에 적재장치 위치 처분터널

-적재장비(전동지게차)를 처분터널

이중차폐벽 사이에 위치

-차폐벽폐 door 폐쇄

-이중 차폐벽

-전동 지게차
　

이송차량/차폐용기차폐벽 docking 처분터널
-이송차량의 차폐용기 하역 준비/고정

-차폐용기 터널차폐벽에 docking

-이중 차폐벽

-전동 지게차
　

처분용기 하역 처분터널

-차폐벽 door 개방

-차폐용기 door 개방

-처분용기를 전동지게차로 하역

-차폐용기 및 차폐벽 door 폐쇄

-이중 차폐벽

-전동 지게차
　

이송차량 터널차폐벽 분리/이송 처분터널 -차폐용기/이송차량 분리 및 이송
-이중 차폐벽

-전동 지게차
　

처분용기 처분터널에 적재 처분터널
-터널내부 차폐벽 개방

-전동지게차 터널내부에 처분용기 적재
-전동 지게차 　

세부공정 위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블록 처분구역으로 이송 　 - 처분구역으로 벤토나이트 블록이송 　 　

벤토나이트 블록 설치- 측면 처분터널 - 처분용기 적재 측면에 블록 설치
-전동 지게차

-블록 취급장치
　

벤토나이트 블록 설치-상부 처분터널 - 처분용기 적재 상부에 블록설치
-전동 지게차

-블록 취급장치
　

(라) 벤토나이트 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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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A-KRS 장기 운영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1. 운영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가. 안전성 평가 개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평가는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하여 그 위험요소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그로부터 인

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안전성

평가 방법론은 특정한 방법으로 국한시킬 수 없고 처분장의 운영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

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 방법론은 크게 나누어 어떠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정성적 분

석방법(Hazard Identification Method)과 그러한 위험요소를 확률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방법(Hazard Assessment Method)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안전성평

가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처분장의 운영 안전성평가를 위한 최적의 평가 방법론을 제

안하고자 한다.

1) 정성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정성적 안전성평가 방법은 시설의 운영 중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

는 방법으로 체크리스크 (Checklist), 사고 예상 질문 분석 (What-If), 안전성 검토(Safety

Review), 상대 위험순위 (Relative Ranking), 예비 위험 분석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위험도 및 운전성 분석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이상 위험도 분석

(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등이 있다. 이들 정성적 안

전성평가 방법론의 개요 및 특성은 아래와 같다[4-1].

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기준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

다. 이 방법은 사용하기 쉽고 개발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일을 하는데 발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도를 인지시키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특히 미숙련 기술자가

이 방법에 있는 여러 요구사항을 통해서 일을 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체크리스트는 개개인의 기술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경영층에서 검

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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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는 시설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원하는 대로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는 문제를 확인하거나

기준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 방법의 단점은 체

크리스트 작성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크리스트는 주기적으로

검사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용이 쉬우며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정보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체크리스트는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운전

정지까지 전체의 공정 수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는 프로젝트가 한 단계에서 다

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의사결정을 위한 승인 요청서로도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

견 교환 도구나 조정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방법의 주요 목적은 일반적인 위험요소를 확인하거나 기준 절차에 따라 일이 진행

되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따라서, 각 공정 단계별 적용 시기에 따라 적용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위험요소들을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적

당한 방법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건설 단계에서는 작업의 질을 확인하거나 설계

조건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된 기준들을 검사하기 위해 적용된

다. 시운전이나 운전 단계에서는 시운전 진척 상황을 확인하거나 기준 절차가 제대로 지

켜지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는 위험요소를 확인시켜 주고 기준절차가 지켜지는지를 확인시

켜 준다. 또한, 상세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기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얻은 정성적인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 기준 절차에 대한 “yes-or-no"의 결정을 얻게 된다.

나) 안전성 검토 (Safety Review)

안전성 검토는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공정 및 시설

의 안전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안전성 검토, 손실 방지 검토, 또는 공정 검토라고

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고나 심각한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정의 운전조건이나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방법은 운전 중인 시설이나 공정에 주로 적용되고 연구실, 저장 설비, 또는 지원 설

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광범위한 안전성 검토는 다른 안전성 검토 방법이나 육안 검

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성 검토를 시설이나 공정의 정상 운전을 방해하는 것으

로 보기보다는 시설이나 공정의 안전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협조적인 일로 취급해야 한다.

안전성 검토에는 시설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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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여기에는 운전원, 관리 책임자. 엔지니어, 안전 관리자 등이 있다. 이들을 포함함

으로써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철저한 검사가 행해질 수 있다.

안전성 검토는 중요 위험요소를 찾는데 활용되며 체크리스트나 사고예상 질문분석 방

법론 등, 다른 위험 평가 기술이 검토 기간 중에 활용될 수 있다. 안전성 검토의 최종 단

계에서는 정당성과 함께 대응조치가 추천되어야 하고 책임 소재, 완성 날짜 등이 표시되

어야 한다. 후속 평가나 재조사시에는 이 수정된 행동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안전성 검토의 목적은 시설 및 공정의 운전과 유지 절차가 설계 목적과 기준

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 절차는 위험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개정이 필요한

운전 절차를 검토하는데 이용된다. 그리고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이나 장치

를 확인하고 기존의 위험을 다루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게도 된다. 또한 안전 심사의 정

확도를 재확인하기도 한다.

안전성 검토는 정해진 일정에 의해 주기적으로 행해진다. 특별 검사나 재조사가 간헐적

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위험도가 큰 경우에는 2∼3년마다 검토를 실시하며 위험도가 적

은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마다 검사가 실시되기도 한다. 안전성 검토 보고서는 설계 목

적에서 벗어난 현상들과 발견된 안전 조항들을 포함하며 수정된 행동은 정성적이기 때문

에 이를 이행하는 책임은 경영자에 있다.

다) 상대 위험순위 결정 기법 (Relative Ranking)

상대 위험순위 결정 기법은 시설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상대

위험순위를 제공해 준다. 이 방법은 시설의 상황에 따라 페널티와 크레디트를 부여한다.

페널티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정 물질이나 조건에 대해 부여하며 크레디트는 사고

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특징에 대해 부여한다. 이 페널티와 크레디트를 조합하여 시설의

상대 위험순위를 결정하는 지표를 유도하며 비용과 시간에 의해 평가된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

상대 위험순위 결정 기법은 정성적으로 상대적 위험순위를 제공하며 각 시설의 공정

단계별로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시설 내에 위험이 있는 지역을 확인

하거나 시설의 방호지역을 지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운전 단계에서는 존재하는 위험이

나 안전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의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시설 및 공정의 상대적 위험순위이며

이는 사고에 의해 장치가 받을 수 있는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위험순위와 그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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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 위험 분석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예비 위험 분석의 주된 목적은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여 위험이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드는 비용을 절약하는데 있다. 많은 시설이나 공정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이러한 검

사를 실시한다. 이는 공정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적용하여 공정 입지를 선정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이는 소수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프로젝트 수행의 변경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광범위한 위험분석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예비 위험 분석은 다른 위험분석 방법에 선행해서 실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시설이나

공정의 초기에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더구나 예비 위험 분석

은 새로운 공정처럼 안전 문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비

위험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정이나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위험물질과 공정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예비 위험 분석 방법은 종종 급작스

런 에너지의 방출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조사하게 된다. 예비 위험 분석은 많은 물질이

나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들의 목록으로 구성된다. 예비 위험 분석 시 활용되는 시설은 공

장 설비, 시스템 요소 사이의 연결 부문, 운전 환경, 시험 및 관리, 편의시설, 안전설비 등

이 있다.

예비 위험 분석의 주 활용 분야는 위험요소를 조기에 파악하여 설계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주로 설계의 초기단계에서 실시되는

데 이때는 공정의 기본요소와 물질 정도가 정해진 상태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였을 경우

에 제공되는 주요 결과물로는 설계 내용과 관계된 위험요소들의 목록표와 이들을 줄이기

위한 제안사항들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기준, 장치의 특징, 물질

의 특징 등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 사고예상 질문 분석 (What-If Analysis)

사고예상 질문 분석은 HAZOP이나 FMECA처럼 정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기본 개념을 수정해 가면 된다. 이 방법

의 목적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세심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다.

사고예상 질문 분석 방법론에는 설계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공정의 수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일탈 현상의 조사가 포함된다.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설계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일탈 현상을 조

합하고 합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분석자가 숙련되어 있으면 이 분석을 통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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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고예상 질문 분석은 일반적으로 “What - if..." 로 시작되는 질문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른 원료가 공급된다면?”, “펌프 A의 시동이 되지 않는다면?”, “작업자가 A 밸브

대신 B 밸브를 조작한다면?” 등이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보통 관심이 있는 몇 가지 분

야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전기에 대한 안전, 방화설비, 인명보호 등이다. 각 분야는 2

∼3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 수행한다. 이 질문들은 대개 이전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

지고 현재의 대상도면이나 설계도에 적용한다. 운전 중에 시설이나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

인력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인 형식을 얻고자 하

는 것이 아니면 질문 양식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 질문은 단지 공정 구성요소의

이상이나 공정의 변화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전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이 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 및 공정에 잠재하는 사고를 확인하여 그 위험과 결과,

또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방법의 효율적인 적용 시기는 현재

지어지는 시설에 대해서 공정의 개발 단계나 초기 시운전시에 적용한다. 가장 흔한 용도

는 현재 공정에 변화를 주었을 때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물의 형태로는 잠재적인 사고 시나리오와 그 영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방법 등이 있으며 결과물은 정량적인 결과나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지 않

은 정성적인 목록이다.

바) 위험도 및 운전성 분석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위험도 및 운전성 분석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과 비록 위험하지는 않아도 공정

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알아내고자 개발된 방법이다. 그러므로

HAZOP은 위험요소의 인식 단계를 넘어선다. 비록 처음에는 이전의 경험이 제한적인 새

로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실제로는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이 가

능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에서는 실제 의도에서 벗어나는 공정상의 이탈 (deviation)을 찾아내어 공정의

위험요소와 운전상의 문제점을 알아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사

람들로 팀을 이루어 토론을 벌인다. 숙련된 팀 리더가 “가이드 워드 (guide word)”라는

일정한 단어를 사용하여 팀이 체계적으로 공정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 가이드 워드들은

시설 및 공정 설계에서 어떤 특별한 지점, 검토 구간 (Study Node라고 불림)에 대해 적

용하여 공정 변수들의 잠재적인 이탈 현상을 알아낸다. 이 검토구간은 대개 리더에 의해

서 결정되며 원인과 결과가 현실적이고 중요하면 그에 대한 대응 행동을 제시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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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에 이탈의 원인을 알아냈지만 그 결과를 모를 때에는 그 결과를 알아내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방법의 주목적은 위험요소와 운전상의 문제점을 알아내는 것으로 새로운 시설에 적

용할 경우에는 설계 도면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기존 공정에

대해서는 재설계가 계획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기존 설비에 대해서도 실시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한 주요 결과물의 형태로는 발견한 위험요소, 공정 운전상의

문제,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나 운전 절차의 수정에 관한 추천, 또는 정보의 부족

때문에 생긴 미진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제안 등이 있다.

HAZOP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설계도, 운전 절차, 흐름도 등과 같은 상세한

공정 설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공정이나 장치, 운전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필요한

데 대개 각 분야의 전문가가 HAZOP의 일원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 이상 위험도 분석 (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는 시스템, 공정, 장치 및 그들의 고장 모드, 시스템이나 시설의 고장 모드 결

과, 그리고 각 고장 모드에 대한 위험도 순위를 표로 만드는 것이다. 고장 모드는 장치가

어떻게 고장 났는가 (Open, Close, On, Off, 누출 등)에 대한 설명이다. 고장 모드의 결과

는 장치 고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스템 응답이나 사고이다. FMECA는 중대한 사고에 충

분히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단일 고장 모드를 확인한다. 그러나 운전자

의 실수는 일반적으로 FMECA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조작의 영향은 보

통 장치의 고장 모드에 의해 설명된다. FMECA는 사고를 야기하는 장치 이상들의 조합

을 알아내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FMECA는 두 명의 평가자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FMEA는 위험도 순위를 정하는 것이 없는

FMECA의 일종이다.

FMECA의 주목적은 고장 모드와 시스템이나 시설에서 생기는 각 고장 모드의 영향

들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에 쉽게 구현될 수 있는 부가적인 보

호 장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건설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수정했을 때 생기는

장치 변경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운전 단계에서는 FMECA는 HAZOP이나

고장수목 분석과 같은 더욱 상세한 위험평가 분석법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설

비를 평가하고 가능한 사고를 나타내는 단일 이상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FMECA의 적용을 통한 결과물은 시스템 및 공정 장치의 고장 모드, 고장 모드의 결과

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참고목록이며 이들은 설계 변경이나 시스템 및 공정의 수정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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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시스템 및 공정의 장

치 목록, 장치 기능에 대한 지식, 시스템 및 공정의 기능에 대한 지식 등이 있다.

2) 정량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정량적 안전성평가 방법은 정성적 안전성 평가 방법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소를 확률적

으로 분석 평가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정량적 안전성평가 방법으로는 고장수목 분석

(FTA; Fault Tree Analysis), 사건수목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이 있다. 이들

정량적 안전성평가 방법론의 개요 및 특성은 아래와 같다[4-2].

가) 고장수목 분석 (FTA; Fault Tree Analysis)

고장수목 분석은 하나의 특정한 사고에 집중한 연역적 기법이며 사고나 사건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준다. 고장수목 자신은 사고나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장치

의 이상과 고장의 다양한 조합을 표시하는 도식적 모델이다. 고장수목의 해는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사고나 사건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장치 이상의 집합 목록이다. 고장수목 분석

은 장치 이상뿐만 아니라 운전자 실수 원인을 포함한다[4-2].

고장수목 분석의 장점은 사고를 기본적인 장치 이상과 운전자 실수를 분석하는 능력이

다. 이것은 안전 평가자로 하여금 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예방

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며 결과가

정량적이라는 점이며 사고 요소들의 상호관계 규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석을

위한 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요구되며 시스템, 부품, 기기들의 고장에 관한 자료 확보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고장수목 분석은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 이상이나 운전자 실수의 조합을 알아내는데 용

이하며 설계 단계에서는 장치 이상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감춰진 고장모드를 발견하기 위

하여 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운전 단계에서는 운전자와 운전절차

특성을 포함한 고장수목 분석을 통해 특정한 사고에 대한 이상의 가능한 조합을 확인하

기 위하여 또는 운전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사건수목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

사건수목 분석은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기법이다[4-2]. 사건수목 분석은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행동이나 안전 시스템의 대응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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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사건수목 분석의 결과는 사고순서 즉, 사고를 정의하는 시간, 순서적 이상이

나 실수의 집합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사건을 연결하는 사건 즉 안전장치의 작동이나

실패의 순서 형태로 가능한 사고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사건수목 분석은 특정한 초기사

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나 응급조치가 있는 시스템에 적당하다. 이 방법 적용

의 최대 목표는 사고를 유발하는 초기사건과 후속사건의 순서를 알아내는 것이다.

설계단계에서는 가정된 초기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가능한 후속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시스템 설계에 통합될 안전장치를 정의하는데 유용하다. 또

한, 운전 단계에서는 기존 안전장치의 적절함을 평가하거나 장치이상으로부터 생길 수 있

는 결과를 시험하기 위하여 운전 설비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정량적 가능성을 가진 정정적인 결과, 사건 확률이 알려지면 순서에서 예상되는 확률이

정량화될 수 있다.

이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초기사건 즉,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치의 이상이나 시스템의 이상에 대한 지식, 초기사건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의 기능이나 응급조치에 대한 지식 등이 있다.

나. 운영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기본 철학으로는 환경건전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이 있다. 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

해야할 사항은 안전성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혹은 성능 평가를 위한 안전

목표는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운반과 처분시설의 운영 및 폐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에 적합한지를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만약에 안전성 평가 결과가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

계개선이 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의 운영 단계를 방사성폐기물의 운반과 처분시설의 운영으로 구분하여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적용성을 파악하였다.

1) 처분장 운영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는 크게 운영 안전성과 처분시스템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인

장기 안전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운영 안전성평가 분야만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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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에는 운영 안전성평가 사나리오의 전체 구조 및 활용 분야를 도시하였다. 운영안

전성은 정상운영과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비상운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적절한 방법론 및 도구를 활용하여 지상 및 지하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로 인한 안전성평가와 방사선 방호를 위한 피폭선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시 작업자 및 일반대중을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방사선 방호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 운영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작업자 및 일반대중에 대해 다양한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내부피폭 및 외부피폭으로 인한

피폭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된 피폭선량은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의 만족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장의 지상 및 지하시설에 적절한 환기나 배기시설에

대한 설계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운영 단계에서도 작업자 및 일반대중을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사

선 방호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상 및 지하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

한 모든 사고를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하여 작업자 및 일반대중에게 미

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로 인한 영향이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개선을

통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 시 적절한 비상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사

고 발생 시 작업자와 일반대중을 방사선 피폭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1. 운영 안전성평가 시나리오 전체 구조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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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는 처분장의 비상운영 단계에 적용 가능한 운영 안전성평가 시나리오를 도시

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처분장의 운영 안전성평가가 수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처

분장 운영 시스템 및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다른 산업 활동의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처

분장의 안전성평가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사 사고사례가 처분장의 안전

성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관련 사고나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

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면 정성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사고사

례를 유추하게 된다.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추를 통한 지식을 활용하며, 유추가 불가

능할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잠재사고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화된 잠재사고에

대해 사고별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예방조치 분석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운영 중 안전성평가를 위한 잠재사고의 목록화를 위해서는 위험요소 파악을 위한 정성

적 분석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잠재사고의 목록화를 위해서 정성적 안전성평가 방법 특성

파악을 통해서 선정된 HAZOP 방법론을 활용하여 예제 HAZOP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

상 시설은 A-KRS 시스템의 지상시설 중 포장시설의 핫셀과 인수 및 저장시설이다[4-3].

포장시설의 대상 작업구역은 핫셀이며 이 핫셀 내에서 운반용기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크

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여 처분용기로 이동하는 작업 중의 HAZOP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수 및 저장시설에서는 트롤리를 이용하여 처분용기를 운반하는 작업에 대한

HAZOP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HAZOP 분석 결과는 표 4.1과 4.2에 요약하였다. 이러

한 예제 HAZOP 분석 수행 결과 및 참고문헌을 토대로 지상시설 및 지하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초기사건 목록은 표 4.3과 4.4에 요약하였다.

목록화된 수많은 초기사건은 실제적인 안전성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따라서 초기사건 중에서 실제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가 필

요한 사건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선별기준 (Screening

Criteria)을 적용한다. 가장 일반적인 정성적 선별기준으로는 “사건이 처분장 운영 중에

발생 가능한가?”이며 이를 적용하여 평가가 불필요한 사고를 제외하게 된다[4-4].

정성적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사고 목록 중에서 다시 정량적 선별기준을 적용하

여 실제로 평가가 필요한 사고만을 도출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한다. 일반적인 정량적 선

별기준으로는 “처분장 운영기간 100년 동안 특정 사공의 발생 확률이 10-6 보다 큰가?”를

적용한다[4-4]. 이러한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사고 목록을 도출하여

정량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론 및 도구를 적용하여 실제적인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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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운영 안전성평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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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Operation: 포장시설의 핫셀

Node : Move loaded crane to unloading position

Guidewords: No, More, Less, Other than, Reverse, As well as, Part of

Process: Crane Operation

Consequence categories:

Radioactive Release, Lack of

shielding, Criticality

Guidewords Parameter Deviation Considered Postulated Cause Consequences

Potential Prevention/

Mitigation Design of

Operational Feature

Notes

More Speed

Crane moves faster

than allowed by

procedure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collision with canister

leading to radioactive release

-Crane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No Speed
Crane stuck in middle

of room during move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radioactive release due to

heatup etc.
NA

Less Speed Crane moves too slow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No safety consequences NA

Other than Speed Crane abrupt stop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collision with canister

leading to radioactive release

-Crane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More Direction Crane moves too far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collision with canister

leading to radioactive release

Crane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Less Direction
Crane does not move

enough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No safety consequences NA

Other than Direction
Crane moves in wrong

direction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collision with canister

leading to radioactive release

Crane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Other than Direction Lid not properly stored -Human Failure
Potential collision with canister

leading to radioactive release

-Facility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표 4.1. 포장시설 HAZOP 분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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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Operation: 인수 및 저장시설

Node : Move Transportation cask by using trolley

Guidewords: No, More, Less, Other than, Reverse, As well as, Part of

Process: Trolly Operation

Consequence categories:

Radioactive Release, Lack of

shielding, Criticality

Guideword

s
Parameter Deviation Considered Postulated Cause Consequences

Potential Prevention/

Mitigation Design of

Operational Feature

Notes

More Speed

Trolley moves faster

than allowed by

procedure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collision with cask

leading to radioactive release

-Trolley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No Speed
Trolley stuck in middle

of rail during move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radioactive release

due to heat up etc.
NA

Less Speed
Trolley moves too

slow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No safety consequences NA

Other than Speed Trolley abrupt stop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collision with

canister

leading to radioactive release

-Trolley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More Direction Trolley moves too far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collision with

canister

leading to radioactive release

-Trolley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Less Direction
Trolley does not move

enough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No safety consequences NA

Other than Direction
Trolley moves in

wrong direction

-Human Failure

-Mechanical Failure

Potential collision with

canister

leading to radioactive release

-Trolley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Other than Direction
Parts not properly

stored
-Human Failure No safety consequences

-Facility design

-Procedures and

training

표 4.2. 인수 및 검사시설 HAZOP 분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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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초기사건 목록

포장시설
핫셀

Crane hook drops object onto transportation cask

  Crane hook malfunction/misoperation leads to side impact

 
Cask collision due to cask transfer machine malfunction leading to an
impact

 
Cask drop in cask transfer machine shield bell due to transfer
machine malfunction

  Cask drop from cask transfer machine shield bell during move

 
Cask transfer machine crane drops inner lid onto canister during
placement

  Cask transfer machine crane drops objects onto cask or package

 
Cask transfer machine failure or misoperation leading to canister
impact or drop

  Cask collides with object while being moved by cask handling crane

 
Cask collides with object while being moved by cask handling crane
leading to side impact

  Cask handling crane causes impact to side of cask

  Cask handling crane causes unplanned conveyance movement

  Cask handling crane drop casks

  Cask handling crane drops heavy load onto cask

  Cask handling crane drops transportation cask

  Cask handling crane malfunction causes conveyance to tip over

  Cask handling crane malfunction causes cask drop

  Cask tips and drops after placed onto cask transfer trolley

 
Cask transfer trolley moves during cask unloading leading to an
impact

 
Collision between cask transfer trolley and another moving vehicle,
facility structures, or facility equipment leading to cask impact

 
Collision with facility structures or equipment during movement
leading to cask impact

  Temporary loss of shielding while cask is lifted from the cask

 
Transportation cask collides with object during movement by cask
handling crane to a cask drop

 
Unplanned conveyance movement while crane is attached to
transportation cask

  Side impact to cask during lift

  Untimely opening of shield door or personnel door

표 4.3. 지상시설 초기사건 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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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초기사건 목록

지하시설 Impact due to waste package derailment or collision with object

  Impact from heavy load onto waste package

  Impact on emplaced waste package due to collision

  Impact to waste package due to collision during emplacement

  Inadvertent entry into drift

  Prolonged worker proximity to waste package

 
Transport vehicle derails or impacts object, causing waste
package impact

  Transport vehicle drops waste package during loading

  Transport vehicle drops waste package during transit

  Transport vehicle drops waste package during emplacement

  Transport vehicle fire affects waste form in emplacement drift

  Transport vehicle fire affects waste form on subsurface road

  Thermal impact due to loss of transport vehicle movement

 
Waste package impact due to collision with facility structure or
equipment

 
Waste package impact due to facility shield door closing or
failure

표 4.4. 지하시설 초기사건 목록 예

2) 운반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일반적인 운반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및 평가 절차는 그림 4.3에 도시된 바와 같

으며 크게 입력자료, 평가단계, 주요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다[4-5].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전성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 자료로는 국가 통

계자료, 운반경로 자료, 인구분포 등과 같은 인문사회학적 자료, 폐기물 운반용기

관련 자료, 기상자료, 폐기물 특성자료 등이 있다.

국가 통계자료는 도로 및 선박을 이용한 운반 중 발생 가능한 사고 발생확률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써 도로 및 해상 운송과 관련된 자료, 즉 평균 운행

및 운항거리, 연간 사고발생 건수 등이 포함된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운반 형태

및 운반 경로별 사고 종류 및 사고별 연간 발생확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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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경로 자료는 도로나 선박을 이용한 운반 시 운반경로로 선택된 지역에 대한

도로망, 항해 경로, 주변 시설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인구분포를 포함한 인문

사회학적 자료는 운반 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기본 자

료를 제공해준다.

폐기물 용기 관련 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PWR 및 CANDU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의 운반을 위해 개발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운반용기의 제원 및 특성

에 관한 자료이다. 기상자료는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거나 시간 단위로 구성된 연간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고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작업자 및

일반대중의 인구집단 방사선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폐기물 특성자

료는 운반용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방

사성물질의 종류 및 핵종재고량 등으로 구성되며 사고 시 운반용기의 건전성이 파

괴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그림 4.3. 운반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및 평가 절차.

운반 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전성평가의 주요 절차는 사고 종류의 선정,

사고 시 운반용기의 건전성 평가, 사고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

류 및 양의 평가, 피폭선량 평가 및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운반경로는 도로를 이용한 육상운반과 특수선박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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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이다. 각각의 운반경로를 이용한 운반 시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및 일반

대중에게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인체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선정하여

사고 발생확률 및 피폭경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의 운반 안전성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운반 안전성평가를

위한 사고목록을 선정하였는데, 도로를 이용한 육상운반의 경우에는 충돌 및 화재,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반의 경우에는 충돌, 화재, 침몰 및 침수가 있다[4-5, 4-6]. 이

들 사고 중에서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고를 선정하고 각 사고별 발생확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시 운반용기의 건전성 평가는 사고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건전성 유지에 실

패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운반용기의 건전성 유지 실패 확

률 추정이다. 만약 운반용기의 건전성 유지가 실패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발생

한다면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누출 양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가에 활용되어야 한다.

운반 안전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피폭선량 평가 및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와

비방사능 영향으로 구분된다. 피폭선량 및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는 사고 시 방출

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선량과 사고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이때

는 작업자 및 일반대중에게 방사선 피폭을 야기하는 가능한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피폭경로별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모두 고려한 적절한 도구를 활

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피폭선량은 개인이나 인구집단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

지며 각각에 대한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폐기물의 경우에는 핵분열성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임

계 사고에 대해서도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영 안전성 평가 방법론 정립

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개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는 1960년대 영국에서

화학 공장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시작된 이후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선의 안전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PSA 방법은 어떤 사건의 발생을 위험도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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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SA는 다음과 같은 5가

지 절차를 통하여 수행된다[4-2].

l 사고 빈도 평가 (Accident Frequency Analysis)

l 사고 발전 경위 분석 (Accident Progression Analysis)

l 위험도원 평가 (Source-Term Analysis)

l 소외 영향 분석 (Off-site Analysis)

l 위험도 평가 (Risk Calculation)

현재 PSA 방법은 여객 및 화물 철도, 암모니아 저장 설비, 유조선 및 원자력발전

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록 동일한 평가 방법이기

는 하지만 화공 산업계에서는 PSA를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라고 부르

며, 해운, 선박 산업계의 경우 이를 FRA(Formal Risk Assessment)라고 부르기도 한

다.

비록 PSA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위험도 평가 방법이기는 하나, 몇 가지 제약점

도 갖고 있다. 즉, 일반적인 PSA 방법은 평균적인 위험도만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연간 평균 위험도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위험도를 평가한다. 어떤 특정

순간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그 순간의 설비 특성을 반영한 PSA 분석이 다

시 수행 되어야 한다.

또한, PSA 평가 결과의 정확성은 PSA에 사용되는 고장 자료 등 자료의 신뢰성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PSA 수행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인 위험도 프로파

일을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PSA의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에 있어 PSA가 도입되기 이전의 위험도 평가는 주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방

법에서는 대상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후 그 영향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는 것이라

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위험도의 발생 가능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단

순히 결과만을 중시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고의 결과가 큰 사건만을

고려할 뿐이지 발생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전체 위험도 프로파일을 정확히 고

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하여 PSA에서는 여러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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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

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원자력 산업이 PSA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설비는 PSA가 적용되는 가장 복잡한 설비이므로, 원자력 산

업의 PSA는 가장 발전된 방법과 모델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PSA는 미국 MIT 대학의 라스무센

(Rasmussen)교수의 주도에 의하여 1972년도에 시작되어, 1975년에 완료된 원자로 안전

성 연구(Reactor Safety Study, WASH-1400)이다[4-7]. 비록 WASH-1400에 사용된

몇 가지 모델의 제한점 및 평가 결과 해석의 난해함 등, WASH-1400의 몇 가지 약점

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WASH-1400을 통하여 사고 경위를 나타내는 사건수

목(Event Tree)과 개별 계통의 고장을 나타내는 고장수목(Fault Tree) 방법 및 이를

종합하여 사고 발생 경위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등 PSA의 기반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WASH-1400은 원전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전의 위험도가 일반 산업

재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였으며, 일반 산업 시설과 관련되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즉, 인간 오류가 위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보수 및 시험의 영향을 평가하였고, 공통 원인에 의한 고장이 중요

함을 밝혔다.

PSA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WASH-1400

이 갖고 있던 몇 가지 약점으로 인하여 원자력 산업계에서 폭 넓게 사용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79년도 미국의 TMI 발전소에서 원자로가 일부 용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 경위가 WASH-1400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

던 사고 경위와 일치되는 것이 밝혀진 후, PSA는 많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이

후 1980년대에 들어 NUREG-1150 보고서를 통하여 WASH-1400을 개정하여 근래에

사용되는 PSA의 기반이 정립되었다[4-8].

기본적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수행 절차 및 분석대상 초기사건 선정을

위한 초기사건 분석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1)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수행 절차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수행되는 PSA는 분석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1단계, 2

단계, 3단계 PSA로 구분된다. 그림 4.4는 1, 2, 3단계 PSA의 연결을 도식화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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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l 1단계 PSA : 발전소 내의 사고로 인한 노심 손상빈도를 결정한다.

l 2단계 PSA : 1단계 PSA 결과를 이용하여 격납용기의 반응을 평가하고, 궁

극적으로는 격납용기 밖으로의 방사능 유출빈도를 결정한다.

l 3단계 PSA : 2단계 PSA결과를 이용하여 발전소 외부에서의 사고결과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위험도를 추정한다.

Acci-
dent

Safety 
Function 

1

Safety 
Funcion 

2

OK

OK

CD

Level-1 PSA 
Core Damage Frequency

Re-
sult Level-2 PSA

 Frequency and Amount of 
Radioactivity Release

Contain-
ment

No Release

Release

Amount of Release and 
Condition of 

Containment at the time 
of Radioactivity Release

Result

Level-3 PSA
 Dispersion of Radioactivity 
Released and Dos Analysis 

그림 4.4. 원전의 3단계 PSA.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1단계 PSA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심손상

사고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그로 인한 노심손상 빈도를 평가하는 작업으로서, PSA

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이다. 또한 1단계 PSA는 발전소의 기계적 설

비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직접

적으로 활용된다. 처분장 분석에서는 1단계 PSA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시 적

용되는 1단계 PSA 시나리오의 최종 상태 (End State)가 노심 손상이 아닌 다른 상

태로 분석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1단계 PSA는 노심손상 사고경위와 발

생 빈도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

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이다. 1단계 PSA는 원전의 운전 상태에 따라 다시 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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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와 정지/저출력 PSA로 구분할 수 있고, 사고가 시작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내부사건 PSA와 외부사건 PSA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PSA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출력 운전의 내부사건에 대한 PSA 수행 방법을 다루고

있다. 1단계 PSA는 그림 4.5에 정리된 바와 같이 발전소 친숙화, 초기사건 분석,

사건수목 분석, 계통 분석 및 신뢰도 자료 분석, 그리고 정량 분석의 단계로 수행된

다. 그림 4.6은 1단계 PSA 내부사건 분석절차를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 4.5. 1단계 PSA 내부사건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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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1단계 PSA 내부사건 분석 절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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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사건 분석

사고경위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대상의 사고 (예, 노심손상, 방사

성 물질 노출 등)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들에 대한 초기사건을 선정하는

것이다. 원전을 예로 들면, 초기사건이란 정상 운전 중인 발전소의 불시 원자로 정

지를 초래하는 기기 혹은 계통의 이상이나 인간 행위를 의미한다. 원자로 정지란

운전 변수들이 적정 운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호 조치이다. 따라서

초기사건이 발생하면 원자로의 보호 및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 계통들이 작동하

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세부적인 초기사건 선정을 위해, 먼저 안전기능(Safety Function)을 저해할 수 있

는 사고 유형들을 논리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주 논리도(Master Logic Diagram)를

개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앞에서 파악된 사고 유형에 대한 구체적 목록을 작성한

다.

안전기능 (Safety Function) 이란 분석 대상 시스템 내의 에너지원과 방사선 사고

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말한다. 안전기능의 개념은 초기사건의 선정과 사고

추이 규명의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인 안전기능은 노심

용융 방지, 격납건물 파괴 방지 및 방사성 물질 방출의 최소화 등의 동작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기능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여러 계통들과 원자로 고유의 부

반응도 등으로 달성된다.

안전기능은 발전소 형태, 계통 설계, 계통 반응시간 및 분석자의 선호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별히 안전기능은 계층적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안전기능의 정의는 초기사건의 그룹화에 사전 기준을 제공하며, 또한 각 초기

사건에 대한 각 계통의 반응과 계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기능은 초기사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 및 사고 경험의 분석, 주요 기기에 대한 고장모드 분석, 타

PSA의 초기사건 목록 검토 등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초기사건의 목록을 작성

한다. 초기사건이란 사고 진행의 시작점을 말하며, 사고경위 모델링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위를 모델링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

나 발전소에서의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위를 모델링하여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고경위 모델링에 있어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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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업무량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음 초기사건의 정의 및 식별 과정을 통하

여 초기사건을 선정한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사고 유형이나 진행 과정이 유사하

며, 이들 사고로부터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계통 및 그

성공 기준이 동일한 초기사건을 그룹화 하여 최종 초기사건을 결정한다. 그림 4.7에

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의 초기사건 그룹화 예제가 도시되어 있다.

초기사건의 정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이 요구되거

나 이상 신호등으로 제어봉이 삽입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상기 사

고들을 야기 시키는 '이차측 급수 상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고경위 상태를 정의

하는 것이다.

또한 사고경위 모델링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의된 초기사건 중 발

생 가능한 모든 초기사건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초기사건의 식별을 위

하여 보통 다음 3가지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은 서로 독립적

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초기사건 선정에 완벽을 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경험적 평가 (Comprehensive Engineering Evaluation)

- 논리적 평가 (Logical Evaluation)

- 고장모드효과분석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그림 4.7. 초기사건 그룹화 예제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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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험적 평가

이 방법은 과거에 검토대상 발전소나 타 발전소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또는 타 발

전소 PSA 보고서에 나타난 사고들을 평가하여 검토대상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초기사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나) 논리적 평가

이 방법은 사건수목분석 시에 사용하는 고장수목의 논리적 모델을 다량의 방사능

누출 등과 같은 발전소 안전성 관점에서의 정점사건 등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여

러 단계를 거쳐 초기사건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PRA Procedure Guide (NUREG/CR-2300)[4-9] 에서는 정점사건을 "Excessive

Offsite Release"로 하여 모델을 세웠으며 이를 "주 논리도 (Master Logic

Diagram)" 라 명명하였다. 그림 4.8에 이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evel 2에서는 방사능 누출 경로를 직접 및 간접으로 분류하였고 Level 3에서는 방

사능 장벽을 노심손상, RCS 압력 경계파손 및 격납건물파손 등으로 분류하였다.

Level 4에서는 원전의 안전기능으로 분류하였다. Level 5에서는 Level 4의 안전기능

으로부터 각각의 초기사건을 도출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기사건의 도

출을 위한 논리적 평가를 수행할 때에 PSA 수행시마다 정점사건과 초기사건 도출

까지의 단계가 일정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반응도 제어, 노

심열 제거 등과 같은 안전기능을 정점사건으로 취하기도 한다. 또한 정점사건의 종

류나 분류방법에 따라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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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주 논리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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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장모드 효과분석

초기사건의 도출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고장모드 효과분석 (FMEA: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이 있다. 앞에서 언급된 초기사건 도출 방법은 발전소

사고의 정점사건인 안전 기능, 1차 안전계통 (Front-Line System) 등에 관심을 두

고 경험 혹은 논리적 모델을 통하여 정점하향식 (Top-Down)으로 초기사건을 도출

한다. 그러나 FMEA는 상기 방법과는 반대로 발전소 사고의 하부구조 즉 전기 공

급 계통, 계측설비 등과 같은 보조계통 (Support System)등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정성적으로(필요시 정량적) 분석하여 기정상향식

(Bottom-Up) 으로 초기사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FMEA는 초기사건을 도출하는 것

이외에도 주요 계통이나 안전기능 간의 상호작용, 쉽게 알기가 어려운 보조계통

(Support System) 들 사이 혹은 보조계통과 1차 안전계통 사이의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FMEA 방법 적용 시에는 대상 계통의 기기별로 기기의 기능, 발생 가능한 고장

모드 및 고장원인, 고장 감지 방법, 기기고장으로 인해 계통 또는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원자로의 불시정지를 초래하는지 분석하여 초

기사건의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사고경위 모델링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위를 모델링

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발전소에서의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 시나리

오를 모델링하여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고경위 모

델링에 있어 가능한 주요 사고경위를 모델링하고 업무량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

음 2단계 과정을 통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한다.

첫째 대상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 유발 가능한 사건들을 파악하고 정리

한다. 주 논리도(Master Logic Diagram)를 구성하여 초기사건의 전형적 그룹 및 대

표적 사건을 선정하고 이들 전형적 그룹에 포함되는 모든 대상 사건들을 정의한다.

대상 사건들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고장모드 및 효과 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을 수행하여 초기사건 대상 목록을 작성한다. 여기에는 유사 발전

소의 운전 자료로부터 나온 사건이나 타 PSA 보고서의 전형적 초기사건들도 모두

포함시킨다.

둘째, 파악된 대상 초기사건들을 앞에서 정의한 안전기능과 관련 계통들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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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고려하여 사고 전개과정과 발전소 대응이 유사한 것들끼리 그룹핑한다. 즉,

몇 개의 초기사건 대상들이 사건 발생 시의 발전소 거동과 필요한 안전계통 및 그

기능적 요구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들 대상 사건들을 하나의 초기사건으로 정의한

다. 그러나 처분장 분석에서는 사고 시나리오만 동일할 뿐 각 완화 계통의 확률 값

이 초기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 정량화가 필요하다.

나. 사건수목 분석 방법론

사건수목 분석이란 선정된 초기사건에 대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여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중요 사고경위를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각 초

기사건 별로 분석 대상 시스템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기능을

파악하고 작동이 요구되는 안전계통 및 운전원 조치를 사건수목의 표제로 정의하여

각 표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이분수목(Binary Tree) 형태로 사고 시나리오를

전개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경위를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사건수목 개발 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통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건수목 표제로 정의한다. 또한 초기사건에

따른 각 계통들의 성공기준 및 작동 시점도 결정한다. 표제 배열의 순서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분석의 효율성과 사건전개의 이해 관점에서는 매우 중

요하다. 시간, 기능 및 계통 간의 연관성 등이 주요 고려 인자이며, 가능한 관련 계

통의 작동 시간 순으로 표제를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초기사건에 대한 계

통 및 성공기준, 표제 순서 등을 결정한 후, 이들 표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각

초기사건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위를 논리적으로 도출한다.

초기사건별로 필요한 안전기능이 파악되면 안전기능의 성공, 실패 여부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의 전개 상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안전기능 사건수목이라

하는데, 안전기능 사건수목은 사건수목분석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며 초기사건과 상

세한 사고경위 및 완화 특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밝히는 중간 단계의 작업이다.

안전기능 사건수목의 표제인 각 안전기능은 나중에 해당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계통들로 분해되고 이에 따라 보다 상세한 사건수목이 구성된다.

안전기능 사건수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사건별로 사고 완화 및 중지에

필요한 안전기능을 파악한다. 다음은 유사한 발전소 대응을 갖는 초기사건들을 묶

어 이들에 대한 안전기능 사건수목을 구성한다. 안전기능 사건수목은 계통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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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하나로서, 초기사건별로 안전기능의 대응이 유사

한 것들을 하나의 사건수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수목 개발 시에는 복잡한 계통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가 곤란

하므로 1차적으로 안전기능 사건수목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안전기능을 구성하고 있

는 계통을 찾아내어 계통 사건수목을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계통간의 상호작용, 사

고경위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기능 사건수목의 구성없이 직접 계통

사건수목을 구성할 수도 있다. 안전기능 사건수목이 구성되면 초기사건에 따라 각

안전기능 표제를 계통 단위로 보다 세분화한 계통 사건수목을 구성한다. 초기사건

에 따라 동일한 안전기능도 다른 계통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각 초기사건에 대한 계통 및 성공기준, 표제순서 등이 결정되면, 이들 표제의 성

공 혹은 실패에 따라 각 초기사건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위를 논리적으

로 도출하게 된다. 모든 사고경위들은 최종적으로 노심손상 혹은 원자로 안전 정지,

둘 중 하나의 상태로 종결된다.

사건수목분석을 수행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한다.

- 사건수목구성 방법론

- 기본 가정 사항

- 안전기능 및 관련 계통

- 초기사건별 관련 안전기능

- 초기사건별 안전기능에 관련된 계통 및 성공기준

- 계통 연계성

- 초기사건별 사건수목

- 관련 열수력 분석 자료 및 성공기준 근거 문서

사고경위 분석에는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기능 정의, 초기사건 분석,

사건수목 분석이 포함된다. 물론 기기 단위의 사고 시나리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통 고장수목 모델이 함께 취합되어야 한다.

사고경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목표의 설정이다. 사고경위 분석의 첫 번

째 단계인 분석 목표의 설정은 분석의 깊이와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하다. 예를 들

면 최적의 설계를 위한 사고경위 분석과 최적 시험주기 결정을 위한 사고경위 분

석은 서로 분석 내용과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목표가 설정되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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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의 대상에는 발전소의 부지, 건물 배치, 계통 등이

포함된다.

발전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사고경위 모델링 단계로서 대상 발전소

에 필요한 안전 기능을 정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초기사건을 선정하며, 정의된 초

기사건에 대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이 후의 작업은

사건수목의 표제(Heading) 및 보조 논리에 따라 각 계통의 고장수목을 구성하여 사

건수목과 연결하고 각 기본사건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고경위의 정량화를 수행한

다.

그림 4.9. 사고경위 분석 절차.

원전과 같이 복잡한 계통의 사고경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

인 사고경위의 모델링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고경위 모델링의 한 방법으로서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장수목과 함께 사건수목이 사용된다. 고장수목 분석은 연역

적(Deductive)인 방법으로 계통분석을 수행하며, 사건수목 분석은 귀납적(Inductive)

방법으로 계통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경위를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그림 4.10에

사건수목의 간단한 예가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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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사건수목 구성 예.

그림에서 상단에 있는 IE-A는 초기사건 A를 나타내며 S1, S2, S3는 초기사건 A

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안전기능 혹은 계통을 나타내는 표제

(Heading)라 한다. 사건수목에서 표제로 나타난 안전기능 혹은 안전계통의 성공 및

실패에 따라 여러 가지의 사고경위를 보여주고 있다.

설계 및 운전 자료, 사고해석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초기사건의 선정, 사고경위분

석 및 모델링, 사건수목의 형태, 주요계통과 이들의 성공기준 등의 정보를 얻는다.

사고경위 분석은 안전기능의 분석, 초기사건분석, 사건수목 분석이 함께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비록 각 분석 업무의 내용은 명확히 구별되지만 업무간의 정보

흐름 및 공유가 필수적이고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

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하나의 연결된 업무로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사고경위

모델링을 위한 사건수목의 개발과정이 그림 4.11에 나타나 있다.

사건수목은 표제에 포함되는 계통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대형 사건수목(Large

Event Tree)과 소형 사건수목(Small Event Tre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기능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안전관련 계통만을 사건수목의 표제로 모델링하는 것이 소

형 사건수목이고, 보조 계통을 포함하여 사고 완화에 관련된 모든 계통을 표제로

고려하는 방식이 대형 사건수목 기법이다. 따라서, 소형 사건수목에서는 전기, 기기

냉각수 계통과 같은 보조 계통은 각 안전관련 계통의 하부 논리로 모델링하여 계통

들 간의 종속성을 계통 고장수목 구성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법이다. 반면 대형 사

건수목은 보조 계통을 포함한 모든 계통을 독립적으로 모델링한 후 사건수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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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계통간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사건수

목이 매우 커지고 복잡해진다. 국내 PSA에서는 사고 시나리오의 구성 및 이해가

쉬운 소형 사건수목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4.11. 사건수목 개발 과정.

사건수목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초기사건 발생 후 사고 중지 및 완화를 위해 필

요한 안전기능을 조사한다. 초기사건을 분류하기 위한 안전기능 정의는 고장수목과

같이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나, 여기서는 초기사건 발생 후 사고의 진행을 막

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안전기능을 귀납적으로 찾는다. 고려하는 안전기능의

순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안전기능을 필요로 하는 시간 순으로 배치

한다. 안전기능을 조사한 후에는 안전기능 사건수목을 개발하고, 후에 이를 바탕으

로 관련 계통 단위의 계통 사건수목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수목 개발 시에는 복잡한 계통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가 곤란

하므로 1차적으로 안전기능 사건수목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안전기능을 구성하고 있

는 계통을 찾아내어 계통 사건수목을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계통간의 상호작용, 사

고경위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기능 사건수목의 구성없이 직접 계통

사건수목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림 4.12는 이러한 사고 경위 분석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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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사고 경위 분석 과정 [4-4].

다음은 처분장 분석 시에 사고경위의 마지막 상태 (End states) 로 표현될 수 있

는 상태들의 예이다.

1. “OK” - 다른 최종 상태가 없는 상황에 적용.

2. Direct Exposure, Degraded Shielding – 차폐 제공을 위한 SSC가 파손되지

는 않았더라도 차폐 기능이 저하된 사고 경위에 적용.

3. Direct Exposure, Loss of Shielding – 차폐 제공을 위한 SSC가 고장이 나

서 방사능 물질이 직접적으로 방출되는 사고 경위에 적용.

4. Radionuclide Release, Filtered – 방사능 물질이 여과 경로를 통해 격납기로

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사고 경위에 적용.

5. Radionuclide Release, Unfiltered – 방사능 물질이 여과되지 않은 경로를 통

해 한정된 지역에서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사고 경위에 적용.

6. Radionuclide Release, Filtered, Also Important to Criticality – 처분용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방사성 핵종 누출이 발생하고 감속재가 용기 안

으로 들어간다. 여과된 방사성 핵종이 누출되고, 위험성 조사가 지시되는 상

황에 적용.

7. Radionuclide Release, Unfiltered, Also Important to Criticality – 여과되지

않은 방사성 핵종 누출이 발생하고, 위험성 조사가 지시되는 상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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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mportant to Criticality – 방사성 핵종 누출은 없지만 위험성이 조사되어야

하는 상황에 적용.

그림 4.13은 처분장을 대상으로 한 사건수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사고경위의

마지막 상태가 원전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달리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3.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사건수목[4-4].

다.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

계통분석 방법에는 수행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

이 있다. 대표적 기법으로는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주논리도(Logic Diagram), 성공수목(Success Tree), 고장수목(Fault

Tree) 등이 있다. 본 절차서에는 PSA에서 사용되는 고장수목(Fault Tree) 분석 방

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고장수목 분석은 분석 대상 계통이 이용불능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논리적인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계통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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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사건 조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고장

수목 분석(Fault Tree Analysis)이라 한다.

원전 PSA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초기사건 및 사건수목 분석을 통해 파악된 노심

손상 사고경위들의 발생빈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노심손상 사고경위란 초기사건 발

생 후 관련 안전 계통들이 기능 상실하여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사건 조합을 의미하

며, 노심손상 빈도는 초기사건 발생빈도 및 관련된 계통들의 고장 조합 확률로부터

계산된다.

PSA에서의 계통 분석 목적은 계통의 기능 상실을 유발하는 사건 조합을 파악하

고 그 발생 확률을 계산하여 노심손상 빈도 계산의 입력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결국 계통 단위의 신뢰도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통의 설계, 운전,

시험 및 보수 등 계통에 대한 체계적인 정성분석과 계통의 이용 불능도를 추정하는

정량분석 단계로 구성된다.

고장수목 분석은 계통의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사건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해명해

가는 분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통의 기능상실 논리를 연역적으로 전개하는 해석

기법으로서, 복잡한 계통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고 정량적 해석, 시각적 표현

등의 특징을 지녔다. 또한 고장모드 및 영향 분석에 비하여 인적요인, 공통원인고장

등 복합 요인을 다룰 수 있다.

고장수목 분석은 되도록이면 설계 초기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통

구성의 상세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통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을 고장수목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세 설계단계

에서 보다 안전하고 개선된 계통을 설계할 수 있다.

사건수목 분석 시에 모델링한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장수목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계통 분석을 수행한다. 고장수목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이용 불능한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AND, OR 혹은 NOT

의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여 연역적으로 도식화 한 논리 수목이다. 기기의 기계적

고장, 공통원인 고장, 인적오류, 시험 및 보수에 기인한 이용 불능 등을 계통 고장

수목 모델에 포함한다. 고장수목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호는 표 4.5에 요약된 바

와 같다.

고장수목 분석은 분석대상 계통이 이용불능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논리적인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계통의 기능 실패 상태를 확인하고, 계통의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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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등을 고려하여 계통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 및 그 발생 논리를 도

식적으로 분석한다. 일단 계통의 기능 상실을 정점사건(Top Event)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정점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연역적으로 추적하는 분석 방법이다.

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 계통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완전히 이

해해야 하고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 또는 고장모드, 영향 및 위험성 분석(Failure

Modes, Effects & Criticality Analysis)을 통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기기의 고장모드

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분석자는 계통

및 기기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 운전자와 다른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고장수목

을 구성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결함들과 고장들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

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매우 복잡한 계통 분석을 위한 고장수목 구성 시에

는 팀에 의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즉 고장수목 구성에 참여하는 팀원들과 기타의

경험을 갖는 개개인의 의견교환은 계통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고장수목 구성 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사고사건과 분석 결과의 수준을

포함한 계통의 복잡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즉, 경험을 갖고 있는 팀이 단순한 공

정 단위를 모델링 하는 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많은 위험을 갖고

있는 복잡한 공정에 대한 모델링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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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고장수목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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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고장수목 분석을 위해서 먼저 각 계통의 정점사건 (Top Event) 을 정의한

다. 정점사건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초

기사건 및 사고경위 분석 과정에서 결정된다. 계통의 성공 기준은 초기사건 및 사

고 전개 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동일 계통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정점사

건이 정의될 수 있다. 다음에는 정의된 각 정점사건의 원인을 연역적으로 추적하여

고장수목을 전개한다. 고장수목의 논리 전개는 유용한 신뢰도 자료가 있는 최소 기

기 단위까지 수행되며, 이 최소의 단위를 기본사건(Basic event) 이라 한다. 고장수

목 구성 시에 고려되는 계통 고장의 원인에는 기기의 기계적 고장, 공통원인 고장,

인간오류 그리고 시험 및 보수로 인한 기기 이용불능과 같은 기본사건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형 사건수목/대형 고장수목 방식에 따라 사고경위를 도출하며,

직접적으로 사고 완화에 관련된 전위 계통만을 사건수목 표제로 하고 보조계통의

고장수목은 전위계통 계통 고장수목의 하부 논리로 연결하여 계통 간의 상호 연계

성을 모델링 한다.

계통 고장수목 구성 후 정량화 코드를 사용하여 계통 이용 불능도를 계산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계통 모델에 대한 정성, 정량 분석을 수행한다. 정성적 분석 단계

에서는 고장수목에 대한 정량화 분석 결과인 최소 단절집합(Minimal Cutset)을 검

토함으로써 고장수목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최소 단절집합이란 계통 정점사

건을 초래하는 기본사건들의 조합으로서, 최소 단절집합 중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혹은 누락된 최소 단절집합은 없는지 등을 정성적 분석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정량적 평가는 계통의 이용 불능도를 평가하는 단계로, 이용 불능도란 계통의

작동이 요구되는 특정 시점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주어진 작동 시간 동안 운전하지

못할 평균 확률 값을 의미한다. 앞에서 구한 정점사건에 대한 모든 최소 단절집합

에 기본사건의 확률을 대입하여 계통 이용 불능도를 산출한다. 그림 4.14는 고장수

목 분석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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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고장수목 분석 절차.

다음은 고장수목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1) 대상 계통의 선정 및 분류

PSA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노심손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경

위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노심손상 사고경위의 파악은 초기사건 분석 및 사건수목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노심을 건전하게 유

지하고 사고를 종료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통들이 파악되며, 해당 계통들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계통들이 선정한다.

2) 계통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계통 고장수목 분석을 위해 분석자는 대상계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

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은 발전소 친숙화 과정에서 수집되며 유사한 발전소

의 주 제어실 운전원, 보수담당자 및 계통설계자와의 면담 결과, 발전소 방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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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통 숙지, 고장자료 등도 계통분석에 긴요한 자료가 된다.

계통 검토과정을 통해 기기의 위치, 운전 모드, 계통 구성, 운전조건 뿐만 아니라

대상계통이 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상

세분석에서 요구되는 각 대상계통에 대한 분석범위도 규정한다.

3) 계통경계 (System Boundary) 의 구분

계통의 모든 부분이 고장수목 구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PSA에서 정의된

계통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만이 계통분석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고장수목 분석

의 대상이 되는 계통의 영역이 정의된다. 또한 상호 연관된 여러 개의 계통을 동시

에 모델링하기 위해서도 계통간의 물리적 구분이 필요하다.

4) 계통 연계성 및 종속성 (System Interfaces & Dependency) 분석

보조계통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 전위계통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위계

통 및 다른 보조계통에 전기나 작동 신호, 냉각수 등을 공급한다. 다시 말하면, 한

계통의 기능 상실은 계통 자체 내의 기기 고장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전기공

급 계통과 같은 보조계통의 기능 상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계통간

의 상관성을 종속성 혹은 공용성으로 표현한다. 계통 종속성은 두 계통간의 배타적

의존, 지원, 작동 또는 격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공용성은 한 계통이 다른 계

통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할 때, 또는 한 가지 특정 기능의 수행에 두 계통 (또는

두 부품, 또는 한 계통과 다른 계통의 부품들) 이 관여할 경우에 생긴다.

5) 고장수목 분석 기본 고려사항 및 가정

일관성 있는 고장수목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방법 및 수준, 절차에 관

하여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며, 분석자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주로 분석 대상 계통의 범위, 논리기호, 기본사건 코드

및 인간오류와 공통원인고장의 표현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장수목 구성에

사용한 모든 가정 사항은 설계정보와 함께 문서화한다.

계통이 상세하게 모델링 되지 않고 계통 단위의 신뢰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다

른 계통과 공통된 실패 사건은 분리하여 모델링 한다. 고장수목 정량화 시에는 정

량화 결과의 정확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전산코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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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하기 전 계통분석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전위계통과 기타 보조

계통과 연관된 부분, 즉 전력공급계통, 구동신호계통, 물, 오일, 공기 등을 공급하는

보조계통 등의 장치나 배관은 여러 계통에 공통되므로 계통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계통 설명 및 도면 작성 시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주의한다. 고장수목의 기본사건은 통일된 명명법에 의해 코드화한다. 체계적인 고장

수목 명명법을 사용하여 전산코드를 사용한 자료 입력의 효율성을 얻으며, 정량화

결과로 도출되는 최소단절집합에 대한 정성적 이해를 돕도록 한다. 기본사건의 이

름에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기의 고장모드

− 고장기기의 계통 이름

− 고장기기의 이름

고장수목에는 계통의 이용 불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고장모드

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시험 및 보수정지도 포함되며, 시험 및 보수 후

기기를 제 위치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인간오류와 사고대응과 관련한 인간오류도 포

함된다.

종속고장(Dependent Failure)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다.

− 초기사건과 계통과의 사고 대응에 있어서의 상호관계

− 공통 보조계통의 고장이나 실패로 인해 한 개 이상의 전위계통이나 기능

종속 관계(Functional Dependence)에 있는 기기가 영향을 받을 경우

− 공통 시험 및 보수(Common Test and Maintenance Activities) 에 관련

한 인간 오류

− 전위계통 간에 공유된 기기

다중실패사건(Multiple Failure Events)에 대한 정확한 원인-영향관계를 계통분석

시 분명하게 모델링 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의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다중 실패인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과 여러 계통을 동시에 이용 불가능하게 만

드는 인간오류에 의한 다중실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장수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은 고장수목에서 생략할 수 있다. 단, 타당한 근거에 의한 명확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이용한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시험절차서는 시험동안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모드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확인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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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시험과 관련된 고장원인으로는 운전원이 시

험 완료 후 시험을 위해 폐쇄했던 유로의 밸브를 원 상태로 개방하여야 하나 운전

원 오류에 의해 원 상태로 개방하지 않는 인간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특정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펌프와 안전장치를 정지시키는 것은 공통

모드 고장(Common Mode Failure)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다. 예를

들어 낮은 흡입압력 문제로 보조급수펌프를 이상 정지시키면 계통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계속적인 운전을 수행하는 계통 중 두 개 이상의 다중 계열(Multiple Train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 운전 중에는 한 개의 계열만으로 교대 운전하는 계통이 있

다. 이런 계통의 분석에서 만약 두 개의 계열 중 한 개의 계열이 정상운전 상태로

모델링 된다면 나머지 한 개의 계열은 대기 중인 상태로 모델링 하게 된다. 그러나

비정상 조건 하에서 어떤 계열이 운전 가능하고 어떤 계열이 대기 상태인가를 결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계통의 다중 계열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가를 결

정함으로써 운전 및 대기 상태의 계열을 가정, 계통 모델을 단순화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각 계열은 운전 및 대기 상태의 두 가지 경우로 분

리하여 모델링 되어야 하며, 두 개 모델은 해당 계열이 수행 가능한 시간을 기준으

로 평가되어야 한다.

− 각 계열은 대략적으로 거의 같은 시간 동안 운전된다.

− 각 계열에 구성된 기기 식별 번호(Identical Number)와 기기의 사양이

같지 않다면 유사한 기기로 구성한다.

− 각 계열의 운전 실패는 비슷한 결과와 상황을 발생한다.

고장수목의 상세 정도 즉, 기본사건의 분해 정도는 설계 수준, 고장 데이터 유무,

모델에 대한 이해 범위 및 처리 능력, 분석 결과에 대한 해독 및 유용성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결정 기준은 특정 계통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전체 계통 고장수

목 분석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분석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고장 데이터의 유무로, 예를 들어 고

장수목의 어느 단계에서 한 밸브가 작동 요구 시 열림 실패 되는 사건이 정의되었

지만, 열림 실패의 원인들(즉 밸브축의 고장 또는 전선의 결함 등)에 대한 의한 고

장률 정보가 없다면 작동 요구 시 열림 실패의 수준보다 더 확장 시켜 분석할 수

없다. 또한 펌프에 대한 신뢰도 자료가 펌프와 제어회로(Control Circuit)등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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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포함한다면, 펌프 베어링으로 인한 펌프의 고장, 제어회로의 고장 등을 분

리하여 모델링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장수목은 분석에 사용하는 기기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그 분석 수준이 결정된다.

고장수목 구성의 상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확률을 지닌 기본사건을 결정하여 고장수목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배관, 열림 상

태로 잠긴 밸브(Locked Open Valve)와 같은 수동기기(Passive Component)나 낮은

발생 확률을 지닌 고장은 고장수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분석 수준을 결정하는 지침은 계통의 고장수목

구성 시 전 과정에 걸쳐서 일관성이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고장수목의 한 쪽에

서는 밸브의 작동 요구 시 열림 실패만 모델링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열림 실패의

원인까지 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6) 신뢰도 데이터 분석

신뢰도 데이터 분석은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에 모델링 된 모든 기본사건에 대한

신뢰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PSA 결과의 정확도는 사용 데이터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PSA의 핵심 연구

내용 중 하나이다. PSA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뢰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 초기사건 빈도

- 기기고장률

- 공통원인고장확률

- 인적오류확률

- 보수/시험 빈도 및 기간

데이터 분석은 PSA 연구의 특성에 따라 분석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운

전 중인 발전소에 대한 PSA인 경우에는 발전소 고유 운전 이력을 조사하여 분석에

반영해야 하기에 많은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운전 데이터 및 고장 데이터를 수

집,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할

만한 적절한 양의 고장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Generic Data)와

발전소 고유 데이터(Plant Specific Data)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설계 중인 시스템에 대한 PSA는 운전 이력이 없으므로 일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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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근거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혹은 기 개발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일반 데이터원으로는 해외 원전의 데이터를 근거로 개발된 일반 데이터베이스(원전

의 경우, ALWR URD data base, NUCLARR 등)와 국내 타 원전의 운전 이력을

근거로 한 신뢰도 데이터가 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

의 데이터원을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기기의 물리적 경계(Component Boundary) 및 고장모드(Failure Modes)

데이터 산출

- 근거 데이터 산출에 사용한 수학적 모델, 절차 및 가정 사항

- 불확실성 분석

7) 정량화 단계

정량화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 모든 결과물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기본사건의 조합을 도출하고 그로 인한 노심손상 빈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정량화 시의 연구 내용은 각 사고경위에 대한 boolean 수식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해당 사고경위를 일으키는 최소 단절집합 (초기사건과 기본사

건의 조합)들을 파악한 후, 초기사건 발생 빈도와 각 기본사건의 발생 확률을 대입

하여 사고경위 발생 빈도를 구하는 것이다. 모든 사고경위에 대한 정량화 결과를

합하면 총 노심손상빈도가 계산된다. 또한 각 사고경위에 대한 최소 단절집합을 검

토하여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전개논리가 적절히 모델링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성

분석도 이 단계에서 함께 수행한다.

PSA 정량화는 일반적으로 예비 정량화와 최종 정량화 두 단계에 거쳐 수행한다.

설계에 대한 개념적 평가나 주요 영향 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략한 모델과 보수

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비 분석을 수행하며, 예비 정량화 결과를 근거로 사건수목

과 고장수목에서 도출된 논리적 혹은 신뢰도 데이터 사용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최

종 정량화를 수행한다. 최종 정량화 단계에서는 운전원의 복구 조치가 가능한 일부

최소 단절집합에 대한 운전원 회복조치 분석(Recovery Analysis)도 포함된다. 또한

사용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불확실성 분석, 주요 영향 인자 및 설계 개선 항

목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정량화 분석의 일부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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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정상 운영 시 피폭선량은 지상시설이나 지하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가스, 휘발성 물질, 혹은 방사성 입자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운반

용기, 처분용기, 혹은 지상시설이나 건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해서도 발생

한다.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선량은 작업자 개인과 일반 대중으로 구분하여 평가된

다. 일반적으로 작업자 피폭선량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지정된 개인이 받게 되는

피폭선량을 의미하며 작업 종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일반 대중으로 간주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면 각각에 대한 성능 목표치는 구분하여 정해져 있다. 미국 원자

력규제위원회(USNRC)에서 정한 작업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성능 목표치는 표 4.6

에 요약된 바와 같다. Category 1 사고는 처분장 폐쇄 이전에 한번 이상 발생이 예

측되는 사고이며 Category 2 사고는 10,000년에 한번 정도 발생이 예측되는 사고이

다[4-4].

사고

분류
운영구역 내 부지경계 내

부지경계 외부

(일반 환경 내)

부지경계 외부

(일반 환경 외)

Category

1

일반대중 - 100 rem/yr
15 rem/yr

2 rem (시간당)

100 rem/yr

2 rem (시간당)

작업자

5 rem/yr

50 rem

(장기)

15 rem

(망막)

50 rem

(피부)

a a a

Category

2
일반대중 - -

5 rem

50 rem (장기)

15 rem (망막)

50 rem (피부)

5 rem

50 rem (장기)

15 rem (망막)

50 rem (피부)

표 4.6. USNRC가 규정한 처분장 성능 목표치 [4-4]

a: 작업자는 처분시설 운영구역 이외 지역에서 피폭받을 경우 일반대중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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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에 대한 피폭선량은 일반적으로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의 합으로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총유효선량 (TEDE; 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이 된다. 이중 내

부피폭은 호흡이나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50년 동안의

예탁선량이 된다. 외부피폭은 방사성 플륨, 지표면 침적이나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

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직접 피폭을 포함한다.

총 유효선량은 식 (4.1)에 의해 계산된다.

   


 
 



 
 



  (4.1)

여기서,

TEDE는 총 유효선량 (rem),

CEDE는 예탁 유효선량 (rem),

EDE는 유효선량 (rem),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호흡에 의한 전신 유효선량(rem),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섭식에 의한 전신 유효선량(rem),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섭식에 의한 전신 유효 외부 피폭선량(rem)이

다.

식 (4.1)에서 호흡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


××


××× 

 (4.2)

여기서,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호흡에 의한 전신 유효선량,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방사선원 (Ci),

∆ 는 방출기간 (sec),

T는 피폭기간 (sec),

 는 대기확산 인자 (sec/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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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은 호흡율 (m3/sec),

conv는 단위환산 인자 (3.7x1012 [(rem⋅Bq)/(Ci⋅Sv)]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전신 유효 호흡 선량인자(Sv/Bq)이다.

섭식에 의한 피폭선량은 오염된 동식물의 섭취에 기인한다. 부지 내 일반대중, 일

반 환경 외부에 있지 않는 일반 대중, 또는 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들은 오염된

동식물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들에 대해서는 섭취에 의한 피폭

선량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대중의 섭식에 의한 피폭선량

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 ×× 

 (4.3)

여기서,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섭식에 의한 전신 유효선량(rem),


 는 방사성물질의 대기방출로 인한 음식물 n 내의 방사성동위원소 j 농도

(Ci/kg 또는 Ci/L),

  는 음식물 n의 섭취 양 (kg 또는 L),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전신 유효 전신 섭식 선량인자(Sv/Bq)

이다.

방사성물질의 대기 내 방출로 인한 외부피폭선량은 지표면 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과 공기 중 농도에 의한 외부피폭선량의 합이다.


  

  
 (4.4)

여기서,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지표면 침적에 의한 피폭선량 (rem)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공기 중 농도에 의한 피폭선량 (rem)이다.

방사성동위원소 j의 지표면 침적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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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여기서,


 는 방사성동위원소 j의 침적에 의한 지표면 농도(Ci/kg),

는 토양 밀도 (kg/m
3),

d는 토양 깊이 (m),

T는 피폭기간 (sec),


는 지표면 방사선원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선량인자 [(Sv⋅

m2)(Bq⋅s)]이다.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공기중 농도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

다.


 ∆


××


××

 (4.6)

여기서,


 는 방사성동위원소 j의 공기 중 농도에 의한 피폭선량 (rem),


는 방사성동위원소 j의 공기 중 농도에 의한 선량인자 [(Sv⋅m3)(Bq⋅s)]

이다.

작업자나 일반 대중에게 방사선 피폭을 야기하는 방사선원은 방사성 동위원소 j

에 대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STj = MARj ☓ DR ☓ ARF j ☓ RF j ☓ LPFsys

여기서, ST (Source Term)는 방사선원(Ci), MAR (Material at Risk)은 방출가능한

방사성 물질(Ci), DR (Damage Ratio)은 손상분율, ARF(Airborne Release Fraction)

은 대기중 방출 분율, RF (Respirable Fraction)은 호흡에 의한 흡입 가능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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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F (Leak Path Factor)는 처분시설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의 누적 누설 인자이다.

3.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사례 평가

가. 처분장 운영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운영안전성 평가는 단계별로 수행된다. 원전을 비롯

한 타 산업분야의 안전성평가 절차 및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안전성평가 절차를 확정하였다.

1. 초기사건 선정: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위험도 분석 및 자연 및 인간실수로 인

한 위험도 분석

2. 사고경위 분석: 사건수목 분석을 통한 사고전개에 따른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구성과 고장수목 분석을 통한 확률평가 및 평균 확률을 이용한 분류 및 선별

기준 적용

3. 사고 시나리오 선정: 선별기준 적용을 통한 사고시나리오 선정

4. 안전성 평가: 작업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피폭선량 및 리스크 평가

초기사건은 개념설계가 완성된 고준위폐기물 처분 시스템(A-KRS)의 설계 자료

[4-3]를 기초로 하여 정성적 안전성평가 방법론인 위험도 및 운전성 분석 (HAZOP)

방법론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사고경위 분석을 위해서는 사건수목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사건수목 분석에서는 초기사건 및 사고완화를 위한 시스템의 작동여부

를 통한 사건수목 전개를 통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사건수목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AIMS 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CONPAS를 선정하였다[4-10]. 또한 각 사건

수목의 분기별 확률평가를 위해서는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

며 고장수목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AIMS 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KwTree

을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다[4-10].

사고경위 분석을 통해 구성된 사고 시나리오 중 일부는 용기나 핵연료 피복관의

건전성이 유지되어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업자나 일반 대중에게

방사선 피폭을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수목 구성을 통해 구성된 시나리오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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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발생확률이 너무 작아서 피폭선량 평가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즉, 사건수목 분

석을 통하여 구성된 사고 시나리오는 일정기준 이상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확률이 1x10-6 이하일 경우에는 평

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선별 기준을 적용하여 피폭선량 평가가 필요한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안전성 평가 항목인 피폭선량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처분시설의 사고로 인한 안전성평가 항목은 작업자나 일반 대중에 대

한 방사선 피폭선량을 의미한다.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는 피폭선량을 야기하는 피

폭경로를 선정하여 각 피폭경로별 적절한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

게 된다.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도구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평

가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SAC

(Radiological Safety Analysis Code)[4-11]를 피폭선량 도구로 선정하여 활용하였

다.

1) 사건수목 분석 도구

사건수목 분석 도구인 CONPAS ET Editor(ConEdit)는 Windows 환경 하에서 작

동되는 사건수목 편집기(event tree editor)이다. Windows의 장점인 다중창(multiple

windows), 마우스를 이용한 선택, 메뉴(menu)를 이용한 명령수행 기능 등을 기본적

으로 가지고 있어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CONPAS ET Editor의 예제

화면은 그림 4.15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ConEdit의 기본 기능은 사건수목을 입력하

고,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4.15. CONPAS ET Editor 예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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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수목을 화면에 표시하고, 이로부터 직접 정상사건(heading), 사건경위(event

sequence) 및 분기점(branch) 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다.

l 사건수목을 화면에 표시하고, 이로부터 직접 정상사건(heading), 사건경위(event

sequence) 및 분기점(branch) 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다.

l 여러 개의 창을 이용한 사건수목의 편집이 가능하다.

l 사건수목에 포함된 정상사건, 사건경위 및 분기점들의 특성을 표 형태로 제공한

다.

l 사건수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확률 값들이 적절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l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기능을 구현하여,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l 사건수목에 대해, 사건이름이나 사건수목에 대한 설명 및 확률 값 등과 같이 사

용자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사항들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사건수목 분석 도구의 사건수목 편집기는 File, Edit, Display, Options, Window,

Help 등과 같은 6 개의 주 메뉴 (main menu)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여러

개의 하부메뉴(sub menu)를 지니고 있다. 실제 모든 작업은 이 하부메뉴들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그들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l File 메뉴: File 메뉴의 기능은 사건수목 파일을 운용하거나, 만들어진 파일을 인

쇄하는 등의 사건수목 파일에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한다. File 메뉴는 여러 개의

하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하부 메뉴로는 새로운 사건수목 생성 메뉴, 기

존 사건수목을 불러오는 메뉴, 사건수목 편집기 종료 메뉴, 사건수목 저장 메뉴,

사건수목 출력을 위한 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 Edit 메뉴: Edit 기능은 사건수목을 편집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때 사용된다. 하

부메뉴는 편집특성에 따라 정상사건, 분기점, 사건경위, 그리고 제목과 입력된

확률을 점검하는 부분 등 크게 4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마우스로 어

느 대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속성이 작업 가능한 메뉴(enabled menu)와 작

업 불가능한 메뉴(unable menu)의 두개 중 하나의 상태가 결정된다. 즉 사용자

가 정상사건 부분을 선택하면 분기점 작업은 할 수 없고 분기점 영역을 선택하



- 552 -

면 정상사건 영역은 작업할 수 없다. 이는 사건수목 편집 시 사용자의 편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능이다.

l Display 메뉴: Display 메뉴의 기능은 스크린 상에서 사건수목의 속성을 선택적

으로 보여주고 사건수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사건수목을 편집하고

점검할 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부메뉴는 사건수목 자체를 제어하는

부분과 스크린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l Options 메뉴: Options 메뉴의 기능은 사건수목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일괄적으

로 처리하거나 MS-Acce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수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시키는 것이다. 전자의 기능은 KET 와 KDT 및 KCT 경우만 적용되며 후자의

경우는 모든 종류의 사건수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필요

할 경우 재사용을 위하여 사건수목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l Interface 메뉴: 이 메뉴는 사건수목 편집창에서 편집한 사건수목에 대해, 포함된

사건경위들에 대한 확률 값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거나 또는 편집한

사건수목을 고장수목 논리(fault tree logic)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l Window 메뉴: Window 메뉴의 기능은, 사건수목의 직접적인 편집보다는, 작업

영역에 있는 여러개의 사건수목을 다양한 형태로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수목은 정상사건(Heading), 여러개의 분기점(branch)들 및 각각의

분기점에 대한 확률 값과 여러개의 분기점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사건경위

(sequence)들을 표시하게 되고 그림 4.16은 임의의 초기사건에 대해 구성된 사건수

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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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임의의 초기사건에 대한 사건수목의 예.

예를 들어, 초기사건으로 균열(leak)이 발생한 경우, 4번째 사건경위는 [균열발견

성공], [균열격리 실패] 및 [균열의 성장] 등과 같은 정상사건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때 4번째 사건경위의 발생 가능성은 포함된 사건경위들의 분기점들에 대한 확률

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nEdit는 이러한 사건수목을 사건수목 편집기의 상단에 제공되는 다양한 메뉴들

을 통해 편집할 수 있고, 그림 17은 선택된 사건수목 파일인 SAMP1.KET에 포함

된 사건수목을 보여준다. 그림 4.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작업 중인 사

건수목의 파일이름은 활성창이 최대화(maximize)되었을 때나 보통상태 (normal)일

때는 작업영역 상단부분(window caption)에 나타나며, 최소화(minimize) 되었을 경

우에는 작업영역 하단부분에 아이콘 형태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ConEdit에서 제공하는 사건수목 편집 창은 상단의 사건수목 정상사건 영역, 중앙

의 분기점 영역 및 우측의 사건경위 영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분기

점 영역 하단부분에는 사건수목 자체를 스크린 좌우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수평

이동줄(horizontal scroll bar)이 있으며 사건경위 영역 오른쪽 끝에는 사건수목을 상

하로 이동시키는 수직 이동줄(vertical scroll bar)이 있다.

사건수목 정상사건 영역에는 일련의 정상사건(heading)들이 상자(box) 형태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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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며, 분기점 영역에는 정상사건들의 성공이나 실패로 인한 사건의 진행을 이진

수목(binary tree) 형태로 보여준다. 또한 사건경위 영역에서는 정상사건들에 대한

사건경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건경위의 일련번호(SEQ #)와 사건경위에 대한

확률값(FREQ), PDS # 및 Comment 등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그림 4.17. SAMP1.KET에 포함된 사건수목.

2) 고장수목 분석 도구

KwTree는 Windows 환경 하에서 작동되는 고장수목 편집기 (fault tree editor)이

다[10]. Windows 의 장점인 다중창 (multiple windows), 마우스를 이용한 선택, 메

뉴 (menu)를 이용한 명령수행 기능 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KwTree의 기본

기능은 고장수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을 가지

고 있다.

l 고장수목을 출력과 동일한 양식으로 화면에 표시하고, 이로부터 직접 입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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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l 여러 개의 창을 이용한 고장수목의 편집이 가능하다.

l 고장수목에 포함된 사건 (게이트 및 기본사건) 들의 특성을 표 형태로 제공한다.

l 고장수목의 논리를 점검하기 위해, 선택된 사건을 참(true)으로 만든 후, 각 게이

트의 참/거짓을 점검할 수 있다.

l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기능을 구현하여,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l KwTree에서 편집된 고장수목에서, 원하는 게이트에 대한 정량화를 최소단 절군

생성프로그램인 Kcut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l 고장수목을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고, 사건이름, 사건종류 및 사

건설명 등과 같이 원하는 사항만 화면에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된 각각의 고장

수목들에 대한 자유로운 크기조절 및 확대축소가 가능하다.

l KwTree는 KIRAP Database 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장수목 사건들의

내용을 Database 로 저장할 수 있으며, Database 로부터 사건들의 내용을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Database 에 저장된 Base data 를 이용하여 고장수목 내에서

새로운 사건을 생성할 때 고장률을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사

건들의 고장률을 일괄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고장수목 분석 도구인 KwTree는 File, Edit, Window 3 개의 주 메뉴 (main

menu)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여러 개의 하부메뉴(sub menu)를 지니고 있

다. 실제 모든 작업은 이 하부메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들의 주요 특성은 다

음과 같다.

l File 메뉴: File 메뉴에는 하부메뉴(sub-menu)로 New File, Open File, Insert

File, Save File, Import, Export 및 Page Setup을 가지고 있다. KwTree는 하나

의 파일만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따라서 New File 항목이나 Open File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작업 중이던 내용을 저장하고 고장수목 편집창을 닫

아야 한다. 만일 여러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려면 여러 개의 KwTree를 수

행시키면 된다.

l Edit 메뉴: Edit 메뉴에는 하부메뉴(sub-menu)로 Add Event, Add Event from

List, Edit Event, Cut Event, Paste Event를 가지고 있다. 이 하부메뉴들을 활용

하여 실제적인 고장수목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들을 활용하여 현재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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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사건을 추가, 현재 사건의 입력사건으로 기존에 있던 사건을 추가, 사건편집

대화상자를 통해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정, Parent 사건의 Child 정보에서

현재 사건을 삭제, KwTree 자체 내의 Clipboard에 저장된 사건을 현재 사건의

Child로 추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l 기타 편집 메뉴: 기타 편집 메뉴에는 하부메뉴(sub-menu)로 Toggle Transfer,

Multi Gate to Transfer 하부 메뉴를 가지고 있다. 이들 하부 메뉴를 활용하여

현재 사건을 전이사건(transfer event)로 만들거나 해제하거나 모든

MOG(multiple occurrence gate)를 전이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다른 고장

수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고장수목을 읽어 들여 작업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피폭선량 평가 도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사고 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작업

자나 일반 대중의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RSAC (The Radiological Safety Analysis

Computer Program) 코드를 선정하였다[4-11]. RSAC은 1960년대부터 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 (INEEL)에서 개발하였다. 소

외 방출 평가코드인 MACCS 코드와 유사하며 처분시설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평

가를 위해 DOE에서 사용하였다.

안전성 평가 코드인 RSAC-5는 방사성핵종의 대기 방출 결과를 계산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선원항, 시설로부터 환경으로 이동하는 경로 중의 방사 붕괴 및 바람방향

으로 확산시의 방사능량 그리고 피폭선량을 각각 계산하여 호흡 및 섭취경로에 따

른 내부피폭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지표면과 플륨 이동에 따른 감마선에 따른 외부피

폭을 계산하여 100 km까지 적용할 수 있다. RSAC-5의 장점은 임계사고시 반무한

모델의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유한 플륨 모델을 동하여 플륨에 의한 감마 피폭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RSAC-5는 개인용 컴퓨터에 쉽게 설치하여

작업할 수 있으나 DOS 창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RSAC-5 프로그

램의 구성 및 자료입력 화면은 그림 4.18에 도시된 바와 같다. 현재는 Windows

Version인 RSAC-7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RSAC-5를 활용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입력자료는 Series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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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목적에 맞는 입력자료 Series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입력자료 Series는 아래와 같다.

- 1000 Series: Fission Product Inventory Calculation

- 2000 Series: Direct Radionuclide Input

- 5000 Series: Meteorological Data Input

- 7000 Series: Internal/External Dose Calculation

- 9000 Series: Cloud Gamma Dose Calculation

RSAC-5의 수행을 위한 주요 동작 메뉴는 File, Edit, Utilities, Using and ASCII

Input File이 있으며 각 동작 메뉴에는 각각 여러 개의 하부 동작 메뉴들을 지니고

있다. 실제 모든 작업은 이 하부 동작 메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들의 주요 특

성은 다음과 같다.

l File 동작 메뉴: File 동작 메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하위 동작 메뉴들을 활용

하여 작업을 위한 디렉토리 지정, 작업 제목 지정 및 입력, 작업 결과 저장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l Edit 동작 메뉴: Edit 동작 메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하위 동작 메뉴들을 활용

하여 입력자료 Series를 선택하여 입력자료 지정, 계산에 필용한 선택사항 지정,

계산 항목 선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l Utilities 동작 메뉴: Utilities 동작 메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하위 동작 메뉴들

을 활용하여 ASCII Input File을 작성하거나 입력자료를 화면에 표시하여 검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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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RSAC-5 구성 및 자료입력.

4) 운반 안전성 평가 도구

방사성폐기물 운반 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전성 평가 도구로는

INTERTRAN2[4-12]를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IAEA가 주도한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은 IAEA 회원국이면 누구도 사용 가능하며 주요 모듈은 아래와 같다.

l INTERTRAN2: 이는 입력자료를 구성하고 관리하며 INTERTRAN2-RT4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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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l INTERTRAN2-RT4: 미국의 샌디아국립연구소에서 운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개

발한 RADTRAN4.019를 PC에서 구동 가능하도록 수정한 운반 안전성 평가 프

로그램

l TRANSAT: 대기확산 평가 프로그램

l TICLD: 개인 피폭선량 평가 프로그램

l LHS: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LHS(Latin Hypercube Sampling) 프로그램

INTERTRAN2를 구성하는 주요 메뉴는 아래와 같다.

l Database Maiantenance: 데이터베이스의 입력자료를 입력, 수정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l View/Edit Cases: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계산을 위한 입력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

l Calculations: 실행 모듈인 INTERTRAN2-RT4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할 수 있

다.

l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거나 기본 권장 입력 및 출력 자료를 생성하

는 폴더를 지정할 수 있다.

INTERTRAN2를 이용한 운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주요 모델 및 관계는 그림

4.19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NTERTRAN2를 이용하

여 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항목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 운반 중에

발생하는 피폭선량, 방사선과 무관한 사고 영향, 사고 발생시 작업 종사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및 리스크, 또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건강영향 리

스크 등이 있다.

INTERTRAN2를 이용하여 운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중

인구 분포 구역에 대한 사고 발생율을 지정하는 입력창, 각 사고별 심각도를 지정

하는 입력창은 각각 아래의 그림 4.20과 4.21에 도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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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INTERTRA2 주요 모델 및 관계.

그림 4.20. 인구 분포 구역에 대한 사고 발생율을 지정하는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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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각 사고별 심각도를 지정하는 입력창.

또한, IAEA에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데 각 국가별 특징적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특징적인 자료 입력창을 제공하는데 이는 그림 4.22에 도

시된 바와 같다.

그림 4.22. 국가 특징적인 자료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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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 안전성 사례 평가

구축된 운영 안전성 평가 체계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장의 지상시설

및 지하시설의 대표 사고에 대하여 안전성 사례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운반 안

전성 사례 평가를 통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반용기 및 운반 선박을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반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

였다. 운반 경로로는 영광 원전에서 월성까지로 가정하였으며 운반 안전성 평가 도

구로는 INTERTRA2의 핵심 평가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RADTRAN4.019의 최신

모델인 RADTRAN5.0[4-13]을 이용하였다.

1) 지상시설 대표 사건에 대한 안전성 평가

처분장 지상 시설의 사건수목과 고장수목 분석 수행을 위해, 지상 시설에서 크레

인으로 핵연료집합체 이송하는 도중 낙하에 의한 초기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정

하였다. 사고 경위로는 초기사건 발생 이후 핵연료집합체 손상으로 인해 방사능 물

질이 누출되고, 일차 HVAC 계통과 HEPA 필터의 작동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

시하였다.

사고경위 빈도 평가에서 사용한 고장 확률 자료와 운반 수는 다음과 같다. 보수적

인 평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피폭관 손상 및 파괴 확률은 낙하가 발생하면 사용후

핵연료 피폭관은 파괴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크레인 낙하율: 5.6e-5 drops/lift (NUREG-1774를 기반으로 가정된 값)
[4-14]

- 운반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 12000/yr

- 크레인 손상 확률: 5.65drops/lift * 12,000 lift/year = 0.672 drops/year

- 사용후핵연료 피폭관 손상 및 파괴 확률: 1 (가정)

사고 경위는 위해 (Hazards)와 초기사건 그리고 초기사건 발생 후 완화계통의 고

장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본 분석에서 가정한 사고 경위는 이동 선반에서 핵연료

집합체를 운반 중에 핵연료집합체를 떨어뜨려 피복재에 손상이 발행하여 방사성 물

질이 방출되고 이를 완화시키는 HVAC 계통과 HEPA 필터의 작동 여부에 따른 사

고 경위이다. 개발된 사고 경위는 아래 그림 4.23의 사건수목과 같고, 계통 고장에

대한 분석은 고장수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그림 4.24와 4.25에 도시된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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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경위 1, ADTC-1은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고 결과

가 OK

- 사고경위 2, ADTC-2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 시스

템이 성공한 후 일차 HEPA 필터가 성공하여 일반 대중과 외부 근무 인력에

게 희유가스가 방출되는 사고

- 사고경위 3, ADTC-3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 시스

템이 작동성공 후 일차 HEPA 필터가 실패하여 일반 대중과 외부 근무 인력

에게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

- 사고경위 4, ADTC-4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 시스

템이 작동 실패하여 시설 내부 근무인력에게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

이 방출되는 사고

고장수목 분석에서 HVAC 계통은 정상 방출 송풍기(Normal exhaust fan)과 여분

방출 송풍기(redundant exhaust fan)으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였고, HEPA 필터는

A, B 두 개의 필터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고장수목 분석 결과 고

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 HVAC 고장 확률: 8.063e-5 (고장수목 분석)

- HEPA 필터 고장 확률: 1.201e-5 (고장수목 분석)

그림 4.23. 사건수목 분석 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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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일차 HVAC 시스템 고장에 대한 고장수목 분석.

아래 그림 4.26은 원전 PSA 코드 AIMS와 FTREX[4-15]를 활용하여 사건수목

ADTC에 대한 정량화를 수행한 결과이다. 원전 PSA에서는 사건수목의 최종 단계

를 노심손상 하나로 분류하므로 상기코드에는 사건 수목의 최종 상태에 따른 분류

기능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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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일차 HEPA 필터 시스템 고장에

대한 고장수목 분석.

그림 4.26. ADTC 정량화 결과 (FTREX 사용).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분석을 통해 구성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

를 위해 선택된 가압경수로형(PWR) 및 가압중수로형(CANDU) 발전소의 기준 사

용후핵연료를 구성하는 방사성동위원소와 재고량은 표 4.7에 요약된 바와 같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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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
재고량 핵종그룹

방사성

동위원소
재고량 핵종그룹

PWR CANDU PWR CANDU

H-3 6.22E+02 2.52E+02 삼중수소 Ba-137m 1.17E+05 2.03E+04 입자

Mn-54 8.05E-03 1.93E-03 입자 Ce-141 3.39E-18 2.35E-18 입자

Fe-55 1.70E+00 1.58E+00 침적물 Ce-144 2.49E+03 1.00E+03 입자

Co-58 4.23E-10 1.54E-10 침적물 Pr-144 2.49E+03 1.00E+03 입자

Co-60 6.07E+01 3.09E+01 침적물 Pr-144m 3.49E+01 1.40E+01 입자

Kr-85 7.45E+03 1.36E+03 희유가스 Pm-147 3.00E+04 1.11E+04 입자

Sr-89 4.92E-10 3.65E-10 입자 Pm-148m 6.98E-15 1.26E-15 입자

Sr-90 8.58E+04 1.46E+04 입자 Sm-151 5.03E+02 6.50E+01 입자

Y-90 8.58E+04 1.46E+04 입자 Eu-154 5.62E+03 3.38E+02 입자

Y-91 7.73E-08 5.62E-08 입자 Eu-155 1.40E+03 2.11E+02 입자

Zr-95 1.52E-06 1.05E-06 입자 U-232 3.80E-02 1.24E-04 입자

Nb-95 3.34E-06 2.32E-06 입자 U-233 3.99E-05 8.44E-07 입자

Ru-103 4.21E-14 2.81E-14 입자 U-234 1.22E+00 1.72E-03 입자

Rh-103m 4.20E-14 2.80E-14 입자 U-235 1.75E-02 4.78E-03 입자

Rh-106 5.72E+03 1.72E+03 입자 U-236 3.53E-01 4.82E-02 입자

Ru-106 5.72E+03 2.81E-14 휘발성가스 U-238 3.12E-01 3.31E-01 입자

표 4.7.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성동위원소 재고량 (Ci/MTU)

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 평가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는 입자, 희유가스, 침적

물 (Crud), 가스, 요오드, 삼중수소의 핵종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피폭선량 평가는 사

고 시나리오 3을 고려하였다. 즉,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 시

스템이 작동성공 후 일차 HEPA 필터가 실패하여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에 대하여 일반 대중에 대한 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방사선원항 평가를 위해 손상율은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1로 가정하였으며 방사

성물질 특성에 따른 대기중 방출분율, 호흡 분율은 표 4.8에 요약된 바와 같다. 시

스템의 누출경로인자는 일반적으로 핵연료 피복재의 경우 1.0, 운반용기나 처분용기

의 경우 0.1, 건물의 경우 1.0, HEPA 필터의 경우 2.0☓10-4 값을 갖는다. 그러나,

사고 시나리오 3의 경우, HEPA 필터의 작동이 실패한 경우이므로 HEPA 필터에

대한 누출경로인자 값은 1.0이 된다. 이와 같은 가정에 의한 가압경수로형(PWR) 및

가압중수로형(CANDU) 발전소의 기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상시설에서의 낙하

사고시 방사선원항 평가 결과는 표 4.9에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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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123 7.10E-04 4.26E-04 입자 Pu-238 4.85E+03 7.14E+01 입자

Sb-125 1.71E+03 4.20E+02 입자 Pu-239 3.78E+02 1.59E+02 입자

Te-125m 4.17E+02 1.03E+02 입자 Pu-240 6.10E+02 2.27E+02 입자

Te-127 1.36E-03 8.10E-04 입자 Pu-241 1.25E+05 2.47E+02 입자

Te-129 5.12E-19 3.68E-19 입자 Am-241 1.86E+03 2.47E+02 입자

Te-129m 7.99E-19 5.74E-19 입자 Am-242m 1.26E+01 3.17E-01 입자

I-129 4.31E-02 7.76E-03 요오드 Cm-242 1.18E+01 2.91E-01 입자

Cs-134 2.15E+04 1.21E+03 휘발성가스 Am-243 4.04E+01 5.36E-01 입자

Cs-137 1.24E+05 2.15E+04 휘발성가스 Cm-244 4.64E+03 1.14E+01 입자

방사성물질 종류 대기 중 방출분율 호흡 분율

입자 3.0☓10-5 5.0☓10-3
발성가스 2.0☓10-4 1

침적물 (Crud) 1.5☓10-2 1

희유가스 0.3 1

요오드 0.3 1

삼중수소 0.3 1

표 4.8. PWR 사용후핵연료 대기 중 방출분율 및 호흡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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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PWR (Ci) CANDU (Ci) 핵종 PWR (Ci) CANDU (Ci)

H-3 1.87E+00 7.55E-01 Pr-144m 4.47E-06 4.21E-06

Mn-54 1.03E-09 5.79E-10 Pm-147 3.84E-03 3.32E-03

Kr-85 9.54E+00 4.07E+00 Pm-148m 8.94E-22 3.77E-22

Sr-89 6.30E-17 1.10E-16 Sm-151 6.45E-05 1.95E-05

Sr-90 1.10E-02 4.38E-03 Eu-154 7.20E-04 1.01E-04

Y-90 1.10E-02 4.38E-03 Eu-155 1.79E-04 6.32E-05

Y-91 9.90E-15 1.69E-14 U-232 4.86E-09 3.71E-11

Zr-95 1.94E-13 3.16E-13 U-233 5.10E-12 2.53E-13

Nb-95 4.29E-13 6.97E-13 U-234 1.56E-07 5.16E-10

Ru-103 5.37E-21 8.42E-21 U-235 2.24E-09 1.43E-09

Rh-103m 5.37E-21 8.41E-21 U-236 4.53E-08 1.45E-08

Rh-106 7.32E-04 5.16E-04 U-238 3.99E-08 9.94E-08

Sn-123 9.09E-11 1.28E-10 Pu-238 6.21E-04 2.14E-05

Sb-125 2.18E-04 1.26E-04 Pu-239 4.83E-05 4.76E-05

Te-125m 5.34E-05 3.08E-05 Pu-240 7.80E-05 6.80E-05

Te-127 1.74E-10 2.43E-10 Pu-241 1.60E-02 7.41E-05

Te-129 6.54E-26 1.10E-25 Am-241 2.37E-04 7.41E-05

Te-129m 1.02E-25 1.72E-25 Am-242m 1.62E-06 9.50E-08

Ba-137m 1.50E-02 6.08E-03 Cm-242 1.51E-06 8.73E-08

Ce-141 4.35E-25 7.05E-25 Am-243 5.16E-06 1.61E-07

Ce-144 3.18E-04 3.01E-04 Cm-244 5.94E-04 3.43E-06

Pr-144 3.18E-04 3.01E-04

표 4.9.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지상시설에서의 사고 시 방사선원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처분장 부지는 월성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풍속은 월성 부

지의 일 년간 기상자료를 토대로 평가된 값으로 2.87 m/sec이며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방출은 지상 1m에서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강수에 의한 침적은 고려하

지 않았다. 또한,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기안정도는 중립으로 가정하였으

며 플륨 상승은 고려하지 않았다. 혼합층 고도는 400 m로 가정하였으며 공기밀도

값으로는 1.099×103 g/m3을 이용하였다.

지표면 침적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침적 속도는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는

0.01 m/sec, 나머지 원소들은 0.001 m/sec로 가정하였으며 희유가스는 침적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호흡률은 3.34x10-4 m3/sec로 가정하였으

며 선량인자 (Dose Coefficient)는 RSAC-5에서 기본값으로 이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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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30[4-16]에 의한 값을 이용하였다. 방사성 풀륨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평가는

준무한대 근사를 이용하였다.

RSAC 코드에서는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은 23개의 신체 장기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또한, 내부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선량인자는 FGR (Federal

Guidance Report) 보고서 번호 11번[4-17]에 기술된 선량인자가 이용된다. 외부 피

폭선량도 23개의 신체 장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외부 피폭선량 평가

를 위한 선량인자는 FGR (Federal Guidance Report) 보고서 번호 12번[4-18]에 기

술된 선량인자가 이용된다.

PWR 및 CANDU의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낙하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RSAC-5 코드의 입력자료는 표 4.10에 요약된 바와 같다. 이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PWR 및 CANDU의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낙하사고 시 호흡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

별 피폭선량,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 방사

성 플륨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외부 피폭선량은 각각 표 4.11∼4.13, 4.14∼4.16

에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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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평가 CANDU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평가

표 4.10. RSAC-5 코드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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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3.05E-04 1.49E-04 6.10E-05 3.40E-05 1.84E-05 5.82E-06

SI WALL 4.26E-11 2.08E-11 8.52E-12 4.76E-12 2.57E-12 8.14E-13

ULI WALL 3.08E-08 1.50E-08 6.16E-09 3.44E-09 1.86E-09 5.88E-10

LLI WALL 7.39E-08 3.61E-08 1.48E-08 8.25E-09 4.45E-09 1.41E-09

GONADS 2.62E-05 1.28E-05 5.25E-06 2.93E-06 1.58E-06 5.01E-07

BREASTS 7.08E-11 3.45E-11 1.42E-11 7.90E-12 4.27E-12 1.35E-12

BONE SUR 4.12E-04 2.01E-04 8.23E-05 4.60E-05 2.48E-05 7.86E-06

R MARROW 1.33E-04 6.51E-05 2.67E-05 1.49E-05 8.04E-06 2.55E-06

LIVER 1.75E-04 8.56E-05 3.51E-05 1.96E-05 1.06E-05 3.35E-06

S TISSUE 4.26E-07 2.10E-07 8.80E-08 4.99E-08 2.75E-08 9.15E-09

OTHER 1.61E-08 7.87E-09 3.22E-09 1.80E-09 9.72E-10 3.08E-10

CEDE 1.04E-03 5.09E-04 2.09E-04 1.16E-04 6.29E-05 1.99E-05

표 4.11. PWR 기준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호흡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

(Sv)

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5.28E-08 2.58E-08 1.06E-08 5.90E-09 3.18E-09 1.01E-09

STOMACH 2.44E-08 1.19E-08 4.87E-09 2.72E-09 1.47E-09 4.65E-10

S INT 2.23E-08 1.09E-08 4.46E-09 2.49E-09 1.34E-09 4.25E-10

UL INT 2.61E-08 1.27E-08 5.21E-09 2.91E-09 1.57E-09 4.98E-10

LL INT 2.40E-08 1.17E-08 4.80E-09 2.68E-09 1.45E-09 4.58E-10

TESTES 1.47E-07 7.19E-08 2.95E-08 1.65E-08 8.89E-09 2.82E-09

BREAST 8.30E-08 4.05E-08 1.66E-08 9.26E-09 5.00E-09 1.58E-09

SKELETON 1.51E-08 7.36E-09 3.02E-09 1.68E-09 9.09E-10 2.88E-10

RED MARR 5.25E-08 2.56E-08 1.05E-08 5.86E-09 3.17E-09 1.00E-09

THYROID 1.68E-08 8.18E-09 3.35E-09 1.87E-09 1.01E-09 3.20E-10

KIDNEYS 2.61E-08 1.28E-08 5.23E-09 2.92E-09 1.58E-09 4.99E-10

LIVER 2.48E-08 1.21E-08 4.96E-09 2.77E-09 1.49E-09 4.73E-10

SPLEEN 2.40E-08 1.17E-08 4.80E-09 2.68E-09 1.45E-09 4.58E-10

ADRENALS 2.54E-08 1.24E-08 5.08E-09 2.84E-09 1.53E-09 4.85E-10

PANCREAS 2.13E-08 1.04E-08 4.25E-09 2.37E-09 1.28E-09 4.06E-10

SKIN 6.41E-07 3.13E-07 1.28E-07 7.16E-08 3.86E-08 1.22E-08

BRAIN 2.78E-08 1.35E-08 5.55E-09 3.10E-09 1.67E-09 5.30E-10

THYMUS 2.79E-08 1.36E-08 5.58E-09 3.11E-09 1.68E-09 5.33E-10

BLADDER 2.49E-08 1.21E-08 4.98E-09 2.78E-09 1.50E-09 4.75E-10

MARROW 2.96E-08 1.45E-08 5.93E-09 3.31E-09 1.79E-09 5.66E-10

HEART 2.45E-08 1.19E-08 4.89E-09 2.73E-09 1.47E-09 4.67E-10

OVARIES 9.83E-08 4.80E-08 1.97E-08 1.10E-08 5.93E-09 1.88E-09

UTERUS 2.17E-08 1.06E-08 4.33E-09 2.42E-09 1.31E-09 4.14E-10

EXT EDE 5.02E-07 2.45E-07 1.00E-07 5.60E-08 3.02E-08 9.58E-09

표 4.12. PWR 기준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

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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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3.75E-09 1.78E-09 7.04E-10 3.82E-10 2.01E-10 6.30E-11

STOMACH 1.73E-09 8.21E-10 3.24E-10 1.76E-10 9.25E-11 2.89E-11

S INT 1.55E-09 7.38E-10 2.91E-10 1.58E-10 8.30E-11 2.60E-11

UL INT 1.83E-09 8.70E-10 3.43E-10 1.86E-10 9.80E-11 3.06E-11

LL INT 1.69E-09 8.03E-10 3.16E-10 1.72E-10 9.04E-11 2.83E-11

TESTES 1.05E-08 4.99E-09 1.97E-09 1.07E-09 5.63E-10 1.76E-10

BREAST 5.79E-09 2.76E-09 1.09E-09 5.91E-10 3.12E-10 9.76E-11

SKELETON 1.09E-09 5.18E-10 2.04E-10 1.11E-10 5.86E-11 1.84E-11

RED MARR 3.83E-09 1.82E-09 7.19E-10 3.90E-10 2.06E-10 6.44E-11

THYROID 1.17E-09 5.56E-10 2.19E-10 1.19E-10 6.25E-11 1.96E-11

KIDNEYS 1.83E-09 8.69E-10 3.42E-10 1.86E-10 9.78E-11 3.06E-11

LIVER 1.75E-09 8.32E-10 3.28E-10 1.78E-10 9.37E-11 2.93E-11

SPLEEN 1.71E-09 8.12E-10 3.20E-10 1.74E-10 9.15E-11 2.87E-11

ADRENALS 1.85E-09 8.79E-10 3.47E-10 1.88E-10 9.92E-11 3.10E-11

PANCREAS 1.50E-09 7.16E-10 2.82E-10 1.53E-10 8.06E-11 2.52E-11

SKIN 3.78E-08 1.86E-08 7.79E-09 4.42E-09 2.43E-09 8.08E-10

BRAIN 1.97E-09 9.35E-10 3.69E-10 2.00E-10 1.05E-10 3.30E-11

THYMUS 1.92E-09 9.12E-10 3.59E-10 1.95E-10 1.03E-10 3.21E-11

BLADDER 1.76E-09 8.36E-10 3.30E-10 1.79E-10 9.43E-11 2.95E-11

MARROW 2.14E-09 1.02E-09 4.02E-10 2.18E-10 1.15E-10 3.61E-11

HEART 1.72E-09 8.19E-10 3.23E-10 1.75E-10 9.23E-11 2.89E-11

OVARIES 7.01E-09 3.34E-09 1.31E-09 7.14E-10 3.76E-10 1.18E-10

UTERUS 1.53E-09 7.26E-10 2.86E-10 1.55E-10 8.19E-11 2.56E-11

EXT EDE 3.58E-08 1.70E-08 6.72E-09 3.65E-09 1.92E-09 6.03E-10

표 4.13. PWR 기준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방사성 플륨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외부 피폭선량 (Sv)

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4.67E-05 2.28E-05 9.35E-06 5.22E-06 2.82E-06 8.92E-07

SI WALL 2.46E-11 1.20E-11 4.93E-12 2.75E-12 1.48E-12 4.70E-13

ULI WALL 1.23E-08 5.99E-09 2.45E-09 1.37E-09 7.40E-10 2.34E-10

LLI WALL 2.95E-08 1.44E-08 5.89E-09 3.29E-09 1.78E-09 5.62E-10

GONADS 5.23E-06 2.55E-06 1.05E-06 5.84E-07 3.15E-07 9.99E-08

BREASTS 4.09E-11 2.00E-11 8.18E-12 4.56E-12 2.47E-12 7.81E-13

BONE SUR 8.23E-05 4.02E-05 1.65E-05 9.19E-06 4.96E-06 1.57E-06

R MARROW 2.74E-05 1.34E-05 5.49E-06 3.06E-06 1.65E-06 5.24E-07

LIVER 3.55E-05 1.73E-05 7.10E-06 3.96E-06 2.14E-06 6.78E-07

S TISSUE 1.72E-07 8.49E-08 3.55E-08 2.01E-08 1.11E-08 3.69E-09

OTHER 2.28E-09 1.11E-09 4.56E-10 2.54E-10 1.37E-10 4.35E-11

CEDE 1.98E-04 9.65E-05 3.95E-05 2.21E-05 1.19E-05 3.78E-06

표 4.14.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호흡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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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1.01E-08 4.93E-09 2.02E-09 1.13E-09 6.09E-10 1.93E-10

STOMACH 4.65E-09 2.27E-09 9.29E-10 5.19E-10 2.80E-10 8.87E-11

S INT 4.22E-09 2.06E-09 8.45E-10 4.71E-10 2.55E-10 8.06E-11

UL INT 4.96E-09 2.42E-09 9.91E-10 5.53E-10 2.99E-10 9.47E-11

LL INT 4.56E-09 2.22E-09 9.11E-10 5.09E-10 2.75E-10 8.70E-11

TESTES 2.85E-08 1.39E-08 5.69E-09 3.18E-09 1.72E-09 5.44E-10

BREAST 1.63E-08 7.95E-09 3.26E-09 1.82E-09 9.82E-10 3.11E-10

SKELETON 2.95E-09 1.44E-09 5.90E-10 3.29E-10 1.78E-10 5.63E-11

RED MARR 1.00E-08 4.88E-09 2.00E-09 1.12E-09 6.03E-10 1.91E-10

THYROID 3.22E-09 1.57E-09 6.44E-10 3.59E-10 1.94E-10 6.15E-11

KIDNEYS 4.99E-09 2.44E-09 9.99E-10 5.57E-10 3.01E-10 9.54E-11

LIVER 4.73E-09 2.31E-09 9.45E-10 5.27E-10 2.85E-10 9.02E-11

SPLEEN 4.58E-09 2.24E-09 9.16E-10 5.11E-10 2.76E-10 8.75E-11

ADRENALS 4.88E-09 2.38E-09 9.75E-10 5.44E-10 2.94E-10 9.31E-11

PANCREAS 4.04E-09 1.97E-09 8.07E-10 4.50E-10 2.43E-10 7.71E-11

SKIN 2.61E-07 1.27E-07 5.21E-08 2.91E-08 1.57E-08 4.98E-09

BRAIN 5.27E-09 2.57E-09 1.05E-09 5.88E-10 3.17E-10 1.01E-10

THYMUS 5.32E-09 2.59E-09 1.06E-09 5.94E-10 3.21E-10 1.02E-10

BLADDER 4.75E-09 2.32E-09 9.51E-10 5.31E-10 2.86E-10 9.08E-11

MARROW 5.80E-09 2.83E-09 1.16E-09 6.47E-10 3.50E-10 1.11E-10

HEART 4.65E-09 2.27E-09 9.29E-10 5.19E-10 2.80E-10 8.87E-11

OVARIES 1.87E-08 9.11E-09 3.74E-09 2.08E-09 1.13E-09 3.57E-10

UTERUS 4.12E-09 2.01E-09 8.24E-10 4.60E-10 2.48E-10 7.87E-11

EXT EDE 9.68E-08 4.73E-08 1.94E-08 1.08E-08 5.84E-09 1.85E-09

표 4.15.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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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1.55E-09 7.39E-10 2.92E-10 1.59E-10 8.37E-11 2.63E-11

STOMACH 7.14E-10 3.40E-10 1.34E-10 7.29E-11 3.85E-11 1.21E-11

S INT 6.41E-10 3.05E-10 1.20E-10 6.54E-11 3.45E-11 1.08E-11

UL INT 7.57E-10 3.60E-10 1.42E-10 7.72E-11 4.07E-11 1.28E-11

LL INT 6.98E-10 3.32E-10 1.31E-10 7.13E-11 3.76E-11 1.18E-11

TESTES 4.34E-09 2.07E-09 8.16E-10 4.44E-10 2.34E-10 7.35E-11

BREAST 2.40E-09 1.14E-09 4.51E-10 2.46E-10 1.30E-10 4.07E-11

SKELETON 4.50E-10 2.15E-10 8.49E-11 4.62E-11 2.44E-11 7.67E-12

RED MARR 1.59E-09 7.55E-10 2.98E-10 1.62E-10 8.55E-11 2.68E-11

THYROID 4.83E-10 2.30E-10 9.07E-11 4.93E-11 2.60E-11 8.15E-12

KIDNEYS 7.55E-10 3.60E-10 1.42E-10 7.71E-11 4.07E-11 1.28E-11

LIVER 7.23E-10 3.44E-10 1.36E-10 7.39E-11 3.90E-11 1.22E-11

SPLEEN 7.06E-10 3.36E-10 1.33E-10 7.21E-11 3.81E-11 1.19E-11

ADRENALS 7.65E-10 3.64E-10 1.44E-10 7.82E-11 4.12E-11 1.29E-11

PANCREAS 6.22E-10 2.96E-10 1.17E-10 6.36E-11 3.35E-11 1.05E-11

SKIN 1.61E-08 7.95E-09 3.32E-09 1.88E-09 1.04E-09 3.45E-10

BRAIN 8.13E-10 3.87E-10 1.53E-10 8.30E-11 4.38E-11 1.37E-11

THYMUS 7.92E-10 3.77E-10 1.49E-10 8.08E-11 4.26E-11 1.34E-11

BLADDER 7.27E-10 3.46E-10 1.37E-10 7.43E-11 3.92E-11 1.23E-11

MARROW 8.85E-10 4.22E-10 1.67E-10 9.08E-11 4.79E-11 1.51E-11

HEART 7.12E-10 3.39E-10 1.34E-10 7.27E-11 3.83E-11 1.20E-11

OVARIES 2.90E-09 1.38E-09 5.45E-10 2.96E-10 1.56E-10 4.90E-11

UTERUS 6.31E-10 3.01E-10 1.19E-10 6.45E-11 3.40E-11 1.07E-11

EXT EDE 1.48E-08 7.06E-09 2.79E-09 1.52E-09 8.00E-10 2.51E-10

표 4.16.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방사성 플륨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

별 외부 피폭선량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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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C-5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한 PWR 및 CANDU의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낙하

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는 표 4.17에 요약된 바와 같다. 또한, 1,000m 이내

의 피폭선량 평가 결과는 각각 그림 4.27과 4.28에 도시한 바와 같다. 내부피폭은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을 의미한다. 외부피폭은 지표면 침적에 의한 외부 피폭

선량, 방사성 플륨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및 방사성 플륨 감마선에 의한 외부 피폭

선량의 합이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낙하 사고로 인한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피폭선량은 대부분 호

흡에 의한 내부피폭에 기인한다. 또한, PWR 및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낙하

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PWR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낙하 시

훨씬 많은 피폭선량을 야기한다. 이는 PWR 및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노심

재고량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PWR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시 많은 주의가 필

요하다.

현 보고서에서는 방법론 정립 및 운영안전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예제 계산의 일

환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가장 보수적인 결과이다. 향후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인 자료의 입수 및 활용이 필요하다.

피폭선량

거리 (m)
내부피폭 (Sv) 외부피폭 (Sv) 합 (Sv)

PWR CANDU PWR CANDU PWR CANDU

200 1.04E-03 1.98E-04 5.40E-07 1.12E-07 1.04E-03 1.98E-04

300 5.09E-04 9.65E-05 2.64E-07 5.43E-08 5.09E-04 9.65E-05

500 2.09E-04 3.95E-05 1.08E-07 2.22E-08 2.09E-04 3.96E-05

700 1.16E-04 2.21E-05 6.04E-08 1.23E-08 1.17E-04 2.21E-05

1,000 6.29E-05 1.19E-05 3.27E-08 6.64E-09 6.29E-05 1.19E-05

2,000 1.99E-05 3.78E-06 1.04E-08 2.10E-09 1.99E-05 3.78E-06

표 4.17. RSAC-5를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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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PWR 기준 사용후핵연료 낙하 사고 시 거리별 피폭선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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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 낙하 사고시 거리별 피폭선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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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시설 대표 사건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지하시설에 대한 예제 PSA 수행을 위해 그림 4.29와 같은 일반적인 처분용기를

운송하고 저장하는 운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폐기물 취급 시설 지역은 지상 시설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지하시설로 분류하였다.

그림 4.29. 일반적 처분용기 운송과 저장 운전 과정.

예로 분석된 사건은 폐기물 처분용기 이송 지역의 시설 내에서 운반 차량과 연관

된 사고 경위로, 사건수목은 그림 4.30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4.30. 운반차량과 연관된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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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폐기물과 초기사건 그룹에 대한 사고 경위는 다음 7개로 설명된다.

- 사고경위 1: 처분용기 격납과 차폐가 모두 건전한 상태를 유지 ("OK" 또는

no radiation exposure)

- 사고경위 2: 처분용기 격납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차폐 변형으로 인해 직접적

인 노출(direct exposure) 유발

- 사고경위 3: 처분용기 격납이 실패하고, 캐니스터 격납은 건전하지만, 운반차

량 차폐 변형으로 인해 직접적인 노출 유발

- 사고경위 4: 처분용기와 캐니스터 격납에 실패하고 HVAC 격리가 유지되고,

moderator의 관입(intrusion) 방지하여 여과된 방사성핵종이 누출됨

- 사고경위 5: 처분용기와 캐니스터 격납에 실패하고 HVAC 격리는 유지되지

만, 감속재의 관입(intrusion) 방지에 실패하여 여과된 방사성핵종이 누출되

고 핵임계에도 중요함.

- 사고경위 6: 처분용기e와 캐니스터 격납 및 HVAC 격리 모두 실패하고 감

속재의 관입(intrusion)은 방지되어 여과되지 않은 방사성핵종이 누출

- 사고경위 7: 처분용기와 캐니스터 격납 및 HVAC 격리 모두 실패하고 감속

재의 관입(intrusion) 방지에도 실패하여 여과되지 않은 방사성핵종이 누출되

고 핵임계에도 중요함.

사고 시나리오가 같은 여러 개의 초기사건이 하나의 초기사건 그룹으로 분류되어

분석된다. 그림 4.30의 사건수목으로 전개되는 초기사건은 아래와 같이 5개이다.

1) 운반차량 위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처분용기에 영향을 줌(1.95e-3/wp).

본 분석에서는 이 초기사건에 의한 사고빈도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초기사건

빈도는 1.95e-3/wp* 12,268wp /운영기간=23.9회/운영기간이 됨.

2) 운반차량에 적재를 하는 동안 처분용기를 떨어뜨림

3) 운반차량이 시설 내의 구조물이나 장비와 충돌하여 처분용기에 영향을 줌.

4) 운반차량 차폐문이 갑자기 닫혀서 처분용기에 영향을 줌.

5) 시설 차폐문의 닫힘 또는 고장으로 인해 처분용기에 영향을 줌.

위와 같은 초기사건 확률값은 고장수목 분석 또는 경험 자료를 통하여 평가된다.

본 보고서의 예제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Yucca Mountain PSA 분석에서 사용

한 데이터이다[4-4] Yucca Mountain 처분장의 경우 지하시설 운영 중 12,068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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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가 운송되는데, 보수적으로 12,268개 처분용기가 운송된다고 가정하였다.

초기사건 확률값은 처분용기당 값으로 평가되므로 각 처분장에 운송되는 처분용기

수를 곱해서 빈도를 평가한다.

사건수목의 표제로 나타난 사고 완화 계통(또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WP. 이 사건은 초기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처분

용기의 성공 또는 실패로 표현한다. 이 사건의 실패는 처분용기의 격납 기능

상실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고장 확률은 초기사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피동기기 고장 분석(PEFA; passive equipment failure analysis)에 의해 결정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운반차량에서의 처분용기 충돌에 따른 고장 확률값인

1.0e-8을 사용했다.

- CANISTER. 이 사건은 초기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처분용기에 충격이 가해진

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캐니스터의 성공 또는 실패로 표현된다. 격

납기능의 실패는 캐니스터 격납 방벽에 틈이 생기면 누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간략한 근사에 따르면, 처분용기의 손상 발생 하에 캐니스터 손

상의 조건부 확률은 1이 된다.

- SHIELDING. 차폐 실패는 방사성 물질의 직접 누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처분용기와 캐니스터의 덮개, 운반차량의 차폐 구조물(차폐문 포함)

은 뚫리거나 어떤 충격 또는 열적 도전(thermal challenges)에 의해 붕괴 가

능한 방사능 차폐를 제공한다. 지하시설 분석에서 처분용기와 캐니스터는 보

수적으로 차폐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운반차량만이 방사능 차폐

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완화 계통은 초기사건에 의한 충격 후 운반차량

차폐 기능의 성공 또는 실패로 표현된다. 이 사례에서 차폐 실패는 충격으로

인한 운반차량 차폐 지능 저하의 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

는 고장 확률값으로 1.0e-5을 사용하였다.

- CONFINEMENT. 이 완화계통은 초기사건 후 HEPA 여과 공급을 위해 계속

적인 HVAC 시스템의 성공 또는 실패로 표현된다. 이 기능의 성공을 위해서

는 구조물의 건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HVAC 시스템에 연관된 기기들의 기

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능 실패는 HEPA 여과계통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

잠재적 공중 누출을 야기한다; 이 경우 누출은 비여과 누출로 간주된다.

HVAC 계통의 고장 확률은 FT 분석을 통해 평가된다. 본 분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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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계통의 보조계통인 전기계통은 성공이라는 가정 하에 평가된 고장

확률값은 2.053e-2이다. 개발된 고장수목은 그림 4.31과 같다. (HVAC의

mission time: 720시간, 대기 트레인 B는 360시간으로 가정)

- MODERATOR. 이 완화계통은 캐니스터에 틈이 생겼다는 조건 하에 액체 감

속재가 캐니스터의 갈라진 틈으로 삽입되는 조건부 확률로 표현된다. 조건부

고장 확률은 모든 형태의 폐기물과 초기사건에 대한 동일하다. 감속재 기능

의 실패는 헥임계 측면에서 민감한 사고 종결로 결정된다. 감속재 사건의 확

률값은 캐니스터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본 분석에서는 캐니스터가 손상을

입는 사고 경위에서는 고장 확률을 1로 가정하였다.

사고경위 분석 결과는 그림 3.32에 도시된 바와 같다. 사고경위 1은 처분용기 및

캐니스터의 건전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차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나머지 사고경위는 처분용기나 캐니스터의 건전성

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차폐 이상이 발생하여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발생하는 사고

경위이다. 각 사고경위의 발생확률은 참고문헌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향후 신뢰도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확한 발생확률의 추정이 필요하다. 외

국 처분시설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심지층 처분장의 사고로 인한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시설의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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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HVAC 계통 고장수목.

그림 4.32. 사고 경위 분석 결과 (Heavy Load Drop on T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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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반 안전성 평가

운반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서 2가지 운반용기를 고려하였다. 즉 24개 사용후핵

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TN12-XLH와 12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한국

형 KN-12인데 이들의 주요 특징은 아래의 표 4.18에 요약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

서는 가상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위치를 월성으로 가정하였으며 영광 발전

소에서 이 중간저장시설까지의 운반 시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운반 수단으

로는 선박을 이용하며 운반에 이용되는 주요 선박의 특징은 아래의 표 4.19에 요약

된 바와 같다. 운반 시나리오는 운반용기 2종류와 운반용 선박 2종류인 INF2와

INF3를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매년 영광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472개를 운반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에 의해 구성된 운반 시나리오는 표 4.20에

요약된 바와 같다.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건강영향 리스크 평가를 위한 방사선원은

대표적인 핵연료인 17×17 Vantage 5H 핵연료에 대해 연소도 45 GWD/MTU, 냉각

기간 7년을 가정하여 ORIGEN-ARP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결과는 표 4.21에 요

약된 바와 같다. 리스크 평가 시 고려한 운반 시 발생 가능한 사고로는 충돌, 화재,

침수 및 침몰이며 각각의 사고 발생확률로는 충돌의 경우에는 6.22×10-7

accidents/km, 화재의 경우에는 6.59×10-8 accidents/km, 침수 및 침몰의 경우에는

4.78×10-7 accidents/km이다[4-19, 4-20, 4-21]. 리스크 평가는 미국의 SNL에서 개

발한 RADTRAN을 이용하였으며 리스크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자료들은

위해 미국의 DOE에서 발행한 “DOE Handbook on Transportation Risk

Assessment”에서 인용하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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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Int. Cask

TN24-XLH
Korean Cask KN-12

Loaded weight (tons)

125.6 (transport)

116.4 (handling)

119 (storage)

83

Dimensions (m) ⌀2.935 × L 7.013 ⌀1.942 × L 4.809
Capacity 24 spent fuel assemblies 12 spent fuel assemblies

Status
Licensed and operated

(in France)- IAEA 96

Licensed and operated

(in Korea)

표 4.18. 운반용기 주요 특징

선박 종류 기준

INF 1 선박
Ships which are certified to carry materials with

an aggregate radioactivity less than 4.000 TBq

INF 2 선박

Ships which are certified to carry irradiated

nuclear fuel 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with

an aggregate radioactivity less than 2×106 TBq

and ships which are certified to carry plutonium

with an aggregate radioactivity less than 2×105

TBq

INF 3 선박

Ships which are certified to carry irradiated

nuclear fuel 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and

ships which are certified to carry plutonium with

no restriction on the aggregate radioactivity of

the materials

표 4.19. INF 선박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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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운반용기 운반용기 수 선박
연간

운반횟수

시나리오-1 TN24-XLH 5 INF2 ship 4

시나리오-2 TN24-XLH 20 INF3 ship 1

시나리오-3 KN-12 10 INF2 ship 4

시나리오-4 KN-12 40 INF3 ship 1

표 4.20. 운반 시나리오

.

방사성

동위원소

제고량 (Ci/MTU) 방사성

동위원소

제고량 (Ci/MTU)

PWR CANDU PWR CANDU

H-3 6.22E+02 2.52E+02 Ba-137m 1.17E+05 2.03E+04

Mn-54 8.05E-03 1.93E-03 Ce-141 3.39E-18 2.35E-18

Fe-55 1.70E+00 1.58E+00 Ce-144 2.49E+03 1.00E+03

Co-58 4.23E-10 1.54E-10 Pr-144 2.49E+03 1.00E+03

Co-60 6.07E+01 3.09E+01 Pr-144m 3.49E+01 1.40E+01

Kr-85 7.45E+03 1.36E+03 Pm-147 3.00E+04 1.11E+04

Sr-89 4.92E-10 3.65E-10 Pm-148m 6.98E-15 1.26E-15

Sr-90 8.58E+04 1.46E+04 Sm-151 5.03E+02 6.50E+01

Y-90 8.58E+04 1.46E+04 Eu-154 5.62E+03 3.38E+02

Y-91 7.73E-08 5.62E-08 Eu-155 1.40E+03 2.11E+02

Zr-95 1.52E-06 1.05E-06 U-232 3.80E-02 1.24E-04

Nb-95 3.34E-06 2.32E-06 U-233 3.99E-05 8.44E-07

Ru-103 4.21E-14 2.81E-14 U-234 1.22E+00 1.72E-03

Rh-103m 4.20E-14 2.80E-14 U-235 1.75E-02 4.78E-03

Rh-106 5.72E+03 1.72E+03 U-236 3.53E-01 4.82E-02

Ru-106 5.72E+03 1.72E+03 U-238 3.12E-01 3.31E-01

Sn-123 7.10E-04 4.26E-04 Pu-238 4.85E+03 7.14E+01

Sb-125 1.71E+03 4.20E+02 Pu-239 3.78E+02 1.59E+02

Te-125m 4.17E+02 1.03E+02 Pu-240 6.10E+02 2.27E+02

Te-127 1.36E-03 8.10E-04 Pu-241 1.25E+05 1.80E+04

Te-129 5.12E-19 3.68E-19 Am-241 1.86E+03 2.47E+02

Te-129m 7.99E-19 5.74E-19 Am-242m 1.26E+01 3.17E-01

I-129 4.31E-02 7.76E-03 Cm-242 1.18E+01 2.91E-01

Cs-134 2.15E+04 1.21E+03 Am-243 4.04E+01 5.36E-01

Cs-137 1.24E+05 2.15E+04 Cm-244 4.64E+03 1.14E+01

표 4.21. 사용후 핵연료 방사선원(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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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운반 시나리오에 대해 사고별로 평가한 집단선량 리스크는 표 4.22에 요

약된 바와 같다. 이 중 시나리오-4가 가장 높은 리스크 값을 보이는데 이는 운반용

기 용량이 적으며 이로 인하여 운반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사고 시나리오 충돌 화재 침몰 및 침수

1 3.29E-07 3.48E-08 2.53E-07

2 1.89E-07 2.00E-08 1.45E-07

3 5.39E-07 5.71E-08 4.14E-07

4 1.89E-07 2.00E-08 1.45E-07

표 4.22. 선박 운송 시 사고로 인한 집단선량 리스크 (Person-Sv)

도로 운반 시 사고로 인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와 재처리

시설간의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사용되는 동일한 트레일러가 운반에 이용된다고 가

정하였다. 이 트레일러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위해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로써 견

인차(tractor)와 8 또는 9축 트레일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반 도중의 열전달을 위

해 방수포가 운반용기를 덮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운반 도중에 발생 가능한 사고로는 충돌과 화재를 선정하였다. 이들 사고의 발생

확률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사고 발생건수와 운행 거리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

며 결과는 충돌 및 화재 사고에 대해 각각 9.52×10-7 accidents/km와 5.70×10-8

accidents/km이다.

이들 사고에 대해 RADTRAN5.0을 이용하여 평가한 표 4.23에 요약된 바와 같다.

선박을 이용한 운반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돌에 비해 화재

의 경우가 낮은 집단 피폭선량 리스크 값을 보인다. 이는 동일한 방출 분율을 이용

하였지만 충돌에 비해 화재의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TN-24 운반용기를

이용한 경우가 KN-12를 이용한 경우보다 낮은 집단 피폭선량 리스크 값을 보인다.

이는 TN-24 운반용기를 이용한 경우의 연간 운반 횟수가 KN-12를 이용한 경우의

약 절반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 운

반횟수가 운반 안전성 평가에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

간 운반횟수가 가장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AKDC-CANDU 운반용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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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운반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집단 피폭선량 리스크 값을 보인다.

사고 운반용기 충돌 화재

TN-24 9.77E-07 5.85E-08

KN-12 1.16E-06 6.93E-08

AKDC-CANDU 1.07E-04 6.41E-06

표 4.23. 도로 운반 시 사고로 인한 집단선량 리스크 (Person-Sv)

영광 발전소에서 월성 인근에 위치한다고 가정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로의

선박운반에 관한 운반용기 및 운반 선박을 고려한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사용후핵

연료의 운반 중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트레일러를 이용

한 도로 운반 시 충돌 및 화재 사고에 대하여 각각 다른 운반용기를 고려한 연간

운반 횟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운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운반횟수가 많고 운반용기가 적을수록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

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매우 낮은 리스크 값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운반비용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운반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 최적화가 가능하

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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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프로그램(안)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전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대안으

로서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땅한 대체 에너지

원이 없는 우리나라도 당분간 원자력에의 의존도를 점차 늘리려고 하는 것이 정부

의 방책이다.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은 방사성폐기물의 안

전한 관리이며, 이를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에 건설 중이다.

그러나 원자력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방사능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후핵

연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2016년을 전후하여 각 원전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이 포화가 예상되어 중간저장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정도이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정책인 영구처

분 일정 등의 장기관리 계획이 빠져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이용이 활발한 선행국가들의 경우 수

십 년 전에 자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

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1].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

분을 위한 연구가 1997년부터 수행되어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개발되어 제안되었으며[5-2],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에너지원

을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현황을 포함하여,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원칙,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고준위폐기물

로드맵, 영구처분시점 제안 등에 대한 것을 요약하였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향후

고준위폐기물에 관한 국가관리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다.

1. 고준위폐기물과 사회적 인식

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PWR 사용후핵연료, CANDU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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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 측면에서 PWR 사용후핵연료와 CANDU 사용후핵연료가 중요하나 이들은

그 형태나 특성에 큰 차이가 있어 국가관리 프로그램 작성에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CANDU 원자로에는 농축되지 않는 우라늄을 이용하고 있어,

CANDU 사용후핵연료에 남아 있는 핵분열성 원료물질이 PWR 사용후핵연료에 비

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은 크지 않다. 그림 5.1에는 두

가지 핵연료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5.1. PWR 사용후핵연료(좌)와 CANDU 사용후핵연료(우).

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9호, 2006. 12.

12]에 의하면 현재 20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이중 CANDU 원자로가 4기,

PWR 사용후핵연료가 16기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추가로 8기가 계획 중이며, 이

중 4기는 1,400 MWe의 APR이다. 또한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전력수

급기본계획[2008. 12. 28]에 의하면 4기의 원자로를 추가하여 총 32기로부터의 원자

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8%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원자력의 확대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원자로 예상 수명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하게 예측

된다. APR 원자로의 수명을 60년, 나머지 원자로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한 SFAP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2에 나타내었다.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APR을 포함한 PWR 형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이 약 29,000 tU, CANDU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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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핵연료가 약 16,000 tU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CANDU 원자로의 수명을 30년

으로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11,800 tU으로 추정된

다.

구분 기수 발전소명 원자로형 용량(MW) 건설착수 운전개시 비 고

운

전

중

(20)

1 고리1 PWR 587 '72. 5 '78. 4
2 고리2 PWR 650 '78.11 '83. 7
3 고리3 PWR 950 '79.12 '85. 9
4 고리4 PWR 950 '79.12 '86. 4
5 월성1 CANDU 679 '78. 2 '83. 4
6 영광1 PWR 950 '81.12 '86. 8
7 영광2 PWR 950 '81.12 '87. 6
8 울진1 PWR 950 '83. 1 '88. 9
9 울진2 PWR 950 '83. 1 '89. 9
10 영광3 PWR 1,000 '89.12 '95. 3
11 영광4 PWR 1,000 '89.12 '96. 1
12 월성2 CANDU 700 '92. 8 '97. 7
13 울진3 PWR 1,000 '93. 7 '98. 8
14 월성3 CANDU 700 '94. 2 '98. 7
15 울진4 PWR 1,000 '93. 7 '99.12
16 월성4 CANDU 700 '94. 2 '99.10
17 영광5 PWR 1,000 '97. 6 '02. 5
18 영광6 PWR 1,000 '97. 6 '02.12
19 울진5 PWR 1,000 '99. 1 '04. 7
20 울진6 PWR 1,000 '99. 1 '05. 4

건설중

(2기)

21 신고리1 PWR 1,000 '05. 5 '10.12

22 신월성1 PWR 1,000 '05. 5 '11.10

계획중

(6기)

23 신고리2 PWR 1,000 '11.12
24 신월성2 PWR 1,000 '12.10
25 신고리3 PWR 1,400 '13. 9 APR
26 신고리4 PWR 1,400 '14. 9 APR
27 신울진1 PWR 1,400 '15.12 APR
28 신울진2 PWR 1,400 '16.12 APR

표 5.1.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및 건설 계획 (2020년까지) (2006년 12월21 기준)

* 산업자원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9

호, 2006.12.12]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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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노형 물량 (MTU)

고리

PWR 4,578

APR 6,438

합 11,016

영광 PWR 4,943

울진

PWR 4,946

APR 6,438

합 11,384

월성

PWR 1,629

CANDU
15,732

11,808 (30년 수명)

합 17,361

합계

PWR 16,096

APR 12,876

CANDU 15,732

총 합 44,704

표 5.2. 32기 원자로로부터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나.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분석

원자력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핵심은 위험성 자체보다는 사

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된 것이다. 즉,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진실일지라도 이를 받아

들이는 사회가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원자력과 사용후핵연

료에 관한 이해가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

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복잡성 등 때문에 어

려움이 예상되어 설문조사 대상을 국한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 및 처분장 선정과정 등 관련 정책 수립과 시나리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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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7년 11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여, 25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를 그림 5.2에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원자력분야 경험을 그림 5.3에 나타내었다. 예상대로 대부분이 원자력계에

종사를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5.2. 고준위폐기물 관리방안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조사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 분석.

그림 5.3.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원자력분야 종사 경험(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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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9개의 문

항을 준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①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 수립 시 가

장 우선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처분의 안정성’(63.8%)을 최우선으로 지적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수용성’ (23.0%), ‘재활용과 관련된 국제적 정치환

경’(7.8%)의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그림 4). 3순위까지의 복수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처분안전성’, ‘사회적수용성’, ‘처분경제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적수용성’의 경우 40대와 50대에서 중요시 된 반면, ‘처분경제성’은 30대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4.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 수립 시 주요 고려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②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64.2%가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대

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해외에서도 장기간의 연구 및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

려하여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28.4%는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5.5). 원자력관련 산업계에서 시급히 대책을 수립/시

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여자와 젊은 층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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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원자력 지속가능성의 관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③사용후핵연료 소외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가정할 경우, 중간저장시설과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73.2%가 연계추진에 공감하고 있었다(그림

5.6). ‘현실적으로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없다’는 의견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연계는 필요하나 동일부지에 건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은 50대에서 많

았다.

그림 5.6. 중간저장시설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연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④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에 대해 53.3%가 ‘전문

기관이 최적의 조건을 가진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직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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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종 확정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36.2%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최소한의 부

지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모집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선정하고, 상세조사 후 최종 확정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그림 5.7). ‘지자

체/주민 의견중시 방식’은 원자력관련 지역 거주 혹은 연고자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

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원자력발전소 수명 종료 후 해당 부지

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5.7.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 선정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⑤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시점 결정시 고려 인자에 대해 47.9%가 ‘사용

후핵연료 발생량‘을 가장 중요한 인자로 지적하고 있으며, ‘처분기술의 실증(시

점)’(21.4%), ‘발전소 수명(수명종료/해체시기)’(16.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5.8). 즉, 처분장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 인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

었다.

그림 5.8.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시점 결정시 중요 고려 인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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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시점의 경우 42.8%가 ‘대부분의 가동 중인 원

자력발전소의 수명기간이 종료되는 2040년경까지 준비하고 중간저장시설의 규모는

이에 따라 최소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였다(그림 5.9). 34.6%는 ‘독립

적인 중간저장시설 없이 최대한 빨리 처분장을 건설하고, 처분장 완공 시까지 발전

소 내 용량을 확장하여 임시로 저장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20대의 경우 2040년경

까지를 선호하였으며, 40, 50대의 경우 최대한 빨리 건설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

하였다.

그림 5.9.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⑦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우려사항에 대해 29.2%가 각각 ‘환경파괴 또는 안

전상의 우려’와 ‘단기적 경제적 손실보다 지역개발 제한으로 인한 중장기적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였다(그림 5.10). 젊은 층의 경우 ‘환경파괴 또는 안전상의 우려’에

높게 응답하였으며, ‘중장기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40, 50대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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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5.10.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우려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⑧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75.5%가 ‘우리

나라도 지금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현재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고준위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림 5.11).

‘상당기간 추이를 지켜본 후 정책/사업추진방향 결정‘은 학생/시민단체, 원자력분야

종사 미경험자,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원자력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⑨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해 33.1%가 적정 지

원수준과 지원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연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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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그림 5.12), 26.8%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적정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선정

방법과 예상 지역의 윤곽이 드러난 후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20.6%가 최소한 현재 발전소를 운영하는 지역 또는 중저준위 처분장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18.3%는 현재 발전소를 운영하는 지역 또는 중저준위 처분장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10명중 6명정도인 59.9%는 즉각적 결정보다는 최적의 지원

방안 연구와 유치지역 윤곽 결정 후 지원규모가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는 반면, 38.9%는 현재의 발전소 및 중저준위 처분장 지원규모를 바탕으로 경

제적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12.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분야 종사자 중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에 관

한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정책은 ‘처분의 안전성’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은 ‘장기

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사용후핵

연료 발생량 및 저장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중간저장시설과 고

준위폐기물 처분장은 ‘동일부지 건설을 포함한 연계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전문기관 후보지 선정 후 지자체 협의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적정지원 수준과 지원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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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원칙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한 선행 국가들의 경우 관련 법 등을 통해 자국의

고준위폐기물 관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

한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원칙을 결정하여야 하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가관리 원칙은 다음 표의 IAEA에서 결정

한 9가지 기본 원칙을 참고로 하고 있다.

Principles Contents

Principle 1 Protection of Human Health

Principle 2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Principle 3 Protection beyond national borders

Principle 4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Principle 5 Burdens on future generations

Principle 6 National legal framework

Principle 7 Control of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Principle 8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and management

interdependencies

Principle 9 Safety of facilities

표 5.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원칙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다음의 3

가지를 제안하였다. 본 국가관리 기본원칙-①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자연을 보호함

②고준위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발생자가 부담함, ③국내

발생 고준위폐기물은 국내에서 관리하며,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은 본 과제의 의견이며, 우리나라의 기본원칙은 좀

더 폭 넓은 공감대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 평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직접 처분과 습식

재처리를 이용한 재활용으로 구분되나, 우라늄 자원의 고갈을 대비하여 선진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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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다양한 재활용 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중, 국내 환경 아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하고 그들의 특성 비교자료를 검토하였다. 전체 핵주기에 대한

직접 분석은 업무가 방대하여 최근 OECD/NEA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5-3]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NEA 보고서에서는 12가지 핵주기를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한 PWR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국내 환경에서 고려할만한 5가지이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재활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이 적어 직접처분만

을 고려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직접처분 (S-1)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습식재처리(PUREX)-영구처분 (S-2)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고온 건식처리-SFR-영구처분 (S-3)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초장기저장(100년이내)-영구처분 (S-4)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해외 위탁재처리(습식)-영구처분 (S-5)

상기의 5가지 방안 중, 초장기저장의 경우 직접처분과 유사하며, 해외 위탁재처리

의 경우 습식재처리와 기술적 특성이 유사하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기술

적 특성은 그림 5.13에 주어진 3개 특성으로 축약될 수 있다. 그림 5.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HLW 부피, 우라늄 활용, 폐쇄 후 방사선량률 등은 습식재처리 혹은 고

온 건식처리 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났으나 비용은 약간 더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선정하였다. 표 5.4에 언급된 바와 같이 습식재처리의 경우 연구개발 측면뿐만 아니

라 사업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으며, 해외 위탁재처리의 경우도 연구

개발 측면에서 고려할 바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으로서 직접처분(S-1)과 고온 건식처

리(S-3)를 선정하였다. 초장기저장(S-4)의 경우 조건부 선정을 하여, 이에 대한 기

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그림 5.14와 같이 나타내었다. PWR 사용후핵

연료의 경우 현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고온 건식처리(S-3)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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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추이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중간저장을 수행하며, 국가 정책에 따라

고온 건식처리로부터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 혹은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S-1)을 수행한다고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고온건식처리공정, 영구처분 등이 동일 부지에서 수행할 경우 가장 효율

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영구처분동굴의 일부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온 건식처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직접

처분(S-1) 혹은 초장기저장 후 처분(S-4)만이 고려 대상이며, 이에 대한 장기관리

방안을 그림 5.15에 나타내었다.

S -1
S-2

S-3

S -1
S-2

S-3

그림 5.13.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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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방안 기술적 특성 국내외 환경 고려여부

S-1 직접처분

•Fissile material 재활용 어
려움

•현재 기술로 실현 가능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산
정의 기준

•핵비확산성 등 보장

•미국, 핀란드 사업화
단계

•부지확보와 안전성 실
증 어려움 예상

•많은 국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고려
중

고려

S-2 습식재처리

•프랑스, 영국 등에서 실용화
•HLW 열발생량 및 발생기
간 단축

•HLW 폐기물 부피 감소
•핵비확산성 보장 어려움

•일반적으로 직접처분
보다 고비용 예상

•한반도비핵화 선언
•일본 로카쇼 재처리
공장 가동 준비 완료

불가능

S-3
고온
건식처리

•국내에서 기술개발 단계
•미국에서 금속핵연료 대상
개발

•각국에서 2번째 방안으로
기술개발 중

•핵분열생성물 등 분리가 용
이하며, 핵비확산성 유리

•SFR 핵연료로 금속우라늄
•HLW 부피의 획기적 감소
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
예상됨. 독자개발에 대
한 정당성 확보 필요.

•개발 단계마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함

•기술실증이 향후 정책
결정에 필수

고려

S-4 초장기저장

•비교적 단순한 개념의 관리
방안

•최종 처분 시 불필요한 투
자

•붕괴열 감소 효과 있음
•전반적 기술적 특성은 ‘직접
처분’ 방안과 유사함

•발생자 부담 원칙 유
지가 어려움

•관리비용의 후손에 전
달 방안 필요

조건부
고려

S-5 위탁재처리

•기술적 특성은 ‘습식재처리’
방안과 동일함

•해외 수송에 따른 추가 비
용이 예상됨.

•국제적 신뢰가 우선되
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

•관리비용은 증가할 것
으로 판단

•HLW 영구처분 문제
는 국내에 여전히 남
게 됨

현실성이
떨어짐

표 5.4. 국내 적용 가능한 핵주기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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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PWR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 방안.

그림 5.15. CANDU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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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로드맵 구성

가. 정책 로드맵 제안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방식과 비교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고려하였을

경우 처분 관점에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주로 공학적방벽이다. 고준위폐기물, 처

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 등으로 구성되는 공학적방벽과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점

은 고준위폐기물 자체와 처분용기이다. 전혀 새로운 물질로 구성되는 고준위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처분용기가 개발되어야 하고 기술적 타당성을 실증하는 것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정책과 어울려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처분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처분시설 상용화를 위해서는 처분부지 확보가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으

며, 본 로드맵 작성에는 처분부지가 적기에 확보된다는 가정아래 작성하였다.

따라서 처분시설 상용화 과정은 처분부지 확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다. 처

분부지 확보 이전은 재활용 정책에 맞추어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작

성하였으며, 처분부지 확보 이후에는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에 중점을 두어 작

성하였다.

∙요소기술 개발은 2020년까지 시스템의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 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능 실증으로 구분하였다. 시스템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을 통해 5년에 걸쳐 수행하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 및 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

능 실증은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에

는 5년, 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능 실증은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

로 간주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는 2020년 확보되어 부지특성조사가 시작될 경우,

부지암반특성 조사시설 건설 및 시운전을 포함한 기간은 20년을 고려하였다.

특히 부지특성조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요소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ANDU 사용후핵연료와 PWR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제안한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설계에 이용하였던 냉각기간과

처분율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결정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운영은 2041년부터 25년 동안, PWR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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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직접 처분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완료된 시점(2066년)부터 52

년 동안 2117년(PWR 사용후핵연료 최종 발생연도 2077년 가정)까지 수행하고,

폐쇄 기간은 10년을 고려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에 따른 고준위폐

기물 처분도 동일한 기간을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고준위폐기물 처

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처분시설 건설, 운영, 폐쇄를 고려한 개략

적인 일정을 제시하였다. 원전 해체에 따른 고준위폐기물 처분은 2051년부터

2090년까지 40년간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처분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직접처분과 재활용 시나리오 두 경우 모두 동일

하다고 가정하였다. 연 인원은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념설계[5-2]에서 고려한

364명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기간(20년) 동안에는 운영기간에 필요한 인력의

70%를, 폐쇄기간(10년) 동안에는 운영기간에 필요한 인력의 30%를 가정하였다.

처분시설 건설, 운영, 폐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로드맵에서는 제시하지 않았

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설계, 성능평가, 안전성평가, 성능 실

증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그림 5.16에 별도로 나타내

었다.

○ 핵심 요소기술 개발: 부지확보 이전까지

구분 2007-2009 2010-2012 2013-2015 2016-2018 2019-2020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공학적방벽 설계

지하처분시설 설계

실증규모 
시스템 제작

처분용기/완충재 제작

취급시스템 및
처분시스템 제작

KURT를 활용한 
성능 실증

실증용 터널 굴착

공학적방벽 성능 실증

취급시스템, 운영시스템 등 종합적
성능 실증

년도별 
인력정원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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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시설 운영: 부지확보에서 폐쇄까지

구분 2020-2039 2040-2059 2060-2079 2080-2119 2120-2139

처분부지특성 
조사

·부지
확보

부지
특성
조사

처분시설 건설

진입
터널

URL 및
처분터널

단계별 처분터널

처분시설 운영 

CANDU Spent Fuel 처분

PWR Spent Fuel 처분 (S-1)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 처분
(S-3)

원전해체폐기물/장반감기 고준위폐기물 처분

처분시설 폐쇄 폐쇄

년도별 
인력정원
(단위:명)

250명
(70%)

364명 364명 364명 110명

그림 5.16.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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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적 처분시점 제안

고준위폐기물 처분 착수 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림 5.17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절차와 표 5.5에 주어진 요인들을 중점으로 검토하였다. 각 항목별 검토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구분 주요 요인

내부적 요인

기술적요인

∙ 폐기물 발생량

∙ 소내 (또는 임시) 저장용량

∙ 원전수명 및 해체시기

사회-정치적 요인
∙ 법적체계

∙ 의사결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

경제적 요인

∙ 윤리성

∙ 비용평가

∙ 재원조달

이해관계자 참여 요인

∙ 국가의 정책적 의지

∙ 지역 의사결정권자 참여

∙ 대중 수용성

외부적 요인

전세계 기술수준

처분장 건설 및

운영경험

표 5.5.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그림 5.17.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 도출을 위한 검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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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핵연료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으나,

CANDU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성 핵종의 농도가 비교적 낮아 관리 방법으로서 재

활용보다는 직접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단지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을 위한 부

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중간저장하기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중간저장 기간 설정이 기술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가를 검토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안

전성, 경제성,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이다. 특히 적정한 처분시점의 결정에 있어

사용후핵연료 고유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에는 반감기가 매우 긴 방사성 핵종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현 세대 이해당사자들의 세대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으

며, 세대 간 수용성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을 후세

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책임은 발생시킨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5-4]. 최근 OECD/NEA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고준위폐기물 처분 착수 시점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5-5]. 이 연구에서는 처분시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도출하고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인자들의 중요도

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요한 연구결과의 하나로서 각국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시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처분관련 기술, 적절한 처분 부지의 존재, 장기 안전성

평가의 결과와 같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수용성이 주요 인자임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에서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착수

시점 3가지를 제안하고, 각 방안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바람

직한 안을 선정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하기 힘든 국제 공동 처분장 건설 등의

시나리오는 반영하지 않았다.

1) 월성 부지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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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ype
Capacity

(MWe)

Construction
started on

Operation
started on

Operation

ends in

Wolsong-1 CANDU 679 '78. 2 '83. 4 2012

Wolsong-2 CANDU 700 '92. 8 '97. 7 2026

Wolsong-3 CANDU 700 '94. 2 '98. 7 2027

Wolsong-4 CANDU 700 '94. 2 '99. 10 2029

표 5.6. Statu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t the Wolsong site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원자로의 수명과 직접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1983년 월

성 1호기가 가동된 이래 월성 부지에는 현재 4기의 CANDU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대략 연간 380 tU의 비교적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

장 및 처분 착수 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성 부지에서 가동 중인 4기 원자로의

현황을 표 5.6에 나타내었다. 표 5.6에 주어진 바와 같이 현재 일정에 의하면 월성

부지의 CANDU 원자로는 2030년경이면 운전이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원자로 건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CANDU 원자로의

수명을 10년정도 연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월성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위하여 콘크리트 사일로가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저장

효율을 향상시킨 MACSTOR-400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저장시설과 가동 중

인 원자로의 수명을 40년으로 연장하였을 경우 월성부지의 전체 시설의 운영일정

등을 그림 5.18에 나타내었다. 그림 5.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월성 부지의 콘크리트 사일로의 수명도 2040년경이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표 5.6에 주어진 바와 같이 원자로가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CANDU 사

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표 5.2 참조: 원전 수명 30과 40년 경우에 대해)

를 그림 5.19에 나타내었다. 그림 5.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을 전후로 현재

의 월성부지 임시저장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CANDU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은 대략 12,000 tU 정도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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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The expected operation period of the nuclear facilities at the Wolso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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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The arisings of CANDU spent fuels.

2) 처분시점 결정 요인 분석

처분시점은 미래의 어느 때이건 관계없이 결정될 수 있으나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음 3 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즉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가 수월하게 확

보된다면 현 시점부터 준비하여 적기에 처분을 착수하는 안(제1안), 월성 부지의 사

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에 처분을 착수하는 안(제2안), 건

식저장 수명 연장이 이루어져 2100년 이후로 처분시점이 미루어지는 안(제3안)을

비교하였다. 각 안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분석

하였다.

방사성폐기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붕괴열이다. 붕괴

열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들의 자연 붕괴 시 방출되는 방사

선에 의한 것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설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즉 처분시설 내에 효과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붕괴열이 적을수

록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 관점에서 처분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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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5.20은 ORIGEN-AR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소도 8,100

MWD/MtU CANDU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계산한 붕괴열을 나타낸 것이다

[5-6]. 그림 5.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은 원자

로로부터 방출된 초기 10년 간 값이 크다. 즉,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중간

저장을 10년 이상 길게 하여도 처분관점에서 붕괴열에 의한 이득이 거의 없음을 시

사하고 있다. 표 5.6에 의하면 CANDU 사용후핵연료 최종 발생연도는 2029년으로

판단되며, 이들 사용후핵연료조차 2040년 이후에는 붕괴열 감소량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인자의 하나는 핵분열성 물질(주로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의 핵비확산성이다. 비록 CANDU 사용후핵연료 중의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는 매우 낮으나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주요 물질이다. 핵비확산성 측면에서

처분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의 농도 변화를 ORIGEN-AR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티나이드 핵종들

인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는 상대적으로 길어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 100년

이 지나도 붕괴열과는 달리 방사능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용후핵연료

의 중간저장이 영구처분보다 불리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빨리 처분하는 것이 핵

확산 방지 측면에서 유리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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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Decay heat from CANDU spent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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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Change of radioactivity of Plutonium isotopes.

처분시점 결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인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은 중간저장-운반-영구처분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

고 있다. 관리비용에 대해 물가와 할인율이 동등하여 무시된다면 사용후핵연료 운

반비용과 영구처분 비용은 처분 착수 시점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중간저장 비용의 경우 투자비와 운영비 모두 처분시점에 따라 크게 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한수원의 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월성 부지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용량을 약 9,000 톤 정도로 확장할 예정이다[5-7, 5-8]. CANDU 원자로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총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약

12,000 톤 정도이다. 따라서 처분시설이 적기에 건설된다면, CANDU 사용후핵연료

만 중간저장 용량은 임시저장 용량을 초과한 3,000 톤이다. 그러나 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CANDU 원자로를 포함한 전체 시설을 해체하게 되어 월성 부지

내의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 시설로 옮겨야 한다면, 월성 부지에 임시저

장 되어 있는 9,000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중간저장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간저장 용량 9,000 톤에 해당하는 투자비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처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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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연기됨에 따라 증가하는 기간만큼 중간저장시설 운영 기간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운영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처분시점이 연

기되어 중간저장이 장기화될수록 중간저장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의 증가가 예상된

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관

리가 ‘후손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은 2

년 단위로 재산정되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한 부담금 형태로 적립되고 있

다. 표 5.6에 주어진 원전 운전 기간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듯이 CANDU 사용후핵

연료 발생은 2000년부터 2030년 사이에 대부분 발생하며, 대부분의 부담금이 적립

된다. 현재 적립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2040년 경 CANDU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시설이 운영될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관리 비용을 추정하

고,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CANDU 원자로는 해체되고 처분 착

수 시점이 100년 정도 연기될 경우, 추가되는 부담금을 후손에게 미루게 되어, 사용

후핵연료 장기 저장은 세대 간 마찰 혹은 세대 간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해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기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의한 적립된 부담금을 유지하는 어려움도 예

상되고 있다. 특히 2100년 이후 처분시점이 연기될 경우에는 처분비용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세대 간 갈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시점이 연기될 경우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인자는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의 개발이다. 원자력계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장반감기 핵종들의 방사

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속기나 고속로를 이용한 핵변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미래에 성공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중의 장반감

기 방사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 특성의 하나는 처분된 폐기물의 회수가능성(retrievability)을 도입하는 것이다.

폐기물을 처분 후 100년 정도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런 경우 중간저

장이나 처분 모두 새로운 관리 기술 개발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현재 처분시스템 개념에서 회수성은 처분시설에 중간저장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

이다.

앞 절에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에 대한 원자력계 종사자

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도 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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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폐기물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간 동안 참석자 257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처분시점 결정시 중요 고려인자로서는 응답자의 47.9%

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가장 중요한 인자로 지적하였으며, 21.4%가 ‘처분기술의

실증’, 16.0%가 ‘발전소 수명’을 중요 인자로 지적하였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

시점에 관한 의견(그림 5.9)으로는 42.8%가 2040년경까지 준비하기를, 34.6%는 최대

한 빨리 처분장을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환경 친화성 측면에서도 중간저장의

경우 시설이 지표면에 노출되며, 대규모의 면적을 차지하나, 영구 처분시설의 경우

처분시설 운영이 끝나면 폐쇄하여 원래 자연 상태를 복원하는 개념이다. 또한 유

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국가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비교에 관

한 연구결과[5-9]에 의하면 핀란드, 스웨덴,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스페인 등 국가

에서는 세대간 평등 원칙 측면과 지속성 측면에서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을 중간

저장보다 선호하고 있다.

3) 처분시점 대안 분석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점 대안 분석을 위하여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처분부지가 확보된 후 심지층 처분시

설의 건설에는 20여년의 기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이다. 즉 2020년경까지 처분

부지가 확보될 경우에도 2040년이 되어야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가능한 것

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1안으로 2040년 처분이 착수하는 안을 도출하였다.

제2안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중간저장 착수시점이 2016년이

며, 중간저장 시설 예상 수명이 50년임을 고려하여 2066년 처분시점을 제2안으로

서 도출하였다. 제3안은 제2안을 통해 준비된 중간저장의 수명이 연장되어 처분시

점이 2100년 이후로 미루어지는 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시점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국내 실정에 바람직한 최적 방안

을 제안하였다. 표 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적 측면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처분

시점이 빠를수록 좋았다. 중간저장이 원전 해체 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세대

간 마찰이 예상되어, 윤리적 측면에서 우려되었다.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관리 측면에서는 기금의 적립금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3가지 방안이 동일한 반면, 중간저장 기간에 비례하여 중간저장 시설 건설비 및 운

영비의 증가와 정치적 안전성 등의 이유로 인한 기금의 유지가 우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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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2041년 제2안-2066년 제3안-2100년 이후

특징
• 2020년 처분부지 확보.

2041년 처분시설 운영

• 2016년부터 50년간 중

간저장

• 2016년부터 50년간 중

간저장 후 35년간 중간

저장 연장

기술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측면: 3안 동일

• 핵비확산성 측면: 가장

유리

• 새로운 기술의 개발:

회수성 도입으로 중간저

장과 동등. 3안 동일

•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측면: 3안 동일

• 핵비확산성 측면: 약간

불리

• 새로운 기술의 개발: 3

안 동일

•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측면: 3안 동일

• 핵비확산성 측면: 2안

보다 불리

• 새로운 기술의 개발: 3

안 동일

안전성

측면

• 처분안전성: 3안 동일

• 중간저장 안전성: 관리

기간 중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유지

• 처분안전성: 3안 동일

• 중간저장 안전성: 사용

후핵연료 건전성 유지

에 의문. 중간저장 자체

안전성 유지에 불리

• 처분안전성: 3안 동일

• 중간저장 안전성: 장기

저장 중 사용후핵연료

건정성 입증 필요. 중간

저장 자체 안전성 유지

에 매우 불리

경제적

측면

• 중간저장 용량 3,000톤

필요

• 중간저장 용량 12,000톤

필요

• 중간저장 용량 12,000

톤 추가에 운영기간 50

년 추가 예상. 가장 불

리

기금

관리

측면

• 기금 적립: 3안 동일

(2030년 경 종료)

• 기금 유지: 가장 유리

• 기금 적립: 3안 동일

(2030년 경 종료)

• 기금 유지: 관리기간

연장으로 약간 불리

• 기금 적립: 3안 동일

(2030년 경 종료)

• 기금 유지: 매우 불리

윤리적

측면

• 국제원자력기구 기본

원칙 충족

• 세대 간 마찰 약간 우

려
• 국제원자력기구 기본

원칙에 어긋남. 세대

간 심각한 마찰 예상

환경

친화성

• 처분시설 폐쇄 후, 매

우 우수함

• 대규모 시설의 지상 건

설로 불리

• 대규모 시설이 장기간

지상 운영에 따라 환경

친화성 매우 불리함

원자력

지속성

• 원자로 해체, 중간저장

시설 수명 등 예상. 가

장 유리.

• 신규 원전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원전 해체가 요

구됨. 불리.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불신 증대 예상.

매우 불리

처분부지

확보

• 윤리적 측면 등으로 대

중과의 대화 착수 필요.

다른 안에 비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

• 정치적 측면에서 처분

부지 확보시점이 연기된

것일 뿐 근본적 문제는

동일함. 원전 혜택이 중

단될 경우 부지 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

상

• 처분부지 확보를 포함

한 처분사업 착수에 대

한 정당성 확보가 어려

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종합 의견

•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정책적 결단 필요.  또한
사전예방 원칙에도 합당
함

• 처분사업만 착수가 지연
됨으로써 중간저장 물량
이 급증하고, 관리비용이
증가함.

• 2안과 동일하며, 상황

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방안으로 세대 간 갈등

이 더욱 심각할 것임.

표 5.7. Comparison of three choices for the CANDU spent fuel disposal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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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10,000 톤을 넘어섰으나 아직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용후핵

연료 관리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바람직한 관

리 방안에 대한 국가 관리 로드맵을 준비하였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32기 원자로 가동을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

량을 예측한 결과 PWR 사용후핵연료 29,000 톤, CANDU 사용후핵연료 16,000 톤

으로 총 45,000 MtU의 사용후핵연료가 예상되었다. 2007년 추계 한국방사성폐기물

학회 참여자를 주 대상으로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9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처분의 안전성’이 그 다음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한 시점으로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 종료되는 2040년경

을 선호하였다.

국내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 준비를 위하여 먼저 고준위폐기물 기본 원칙을

3가지 제안하였다. 다양한 핵주기 중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5가지 핵주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장단점 비교 결과를 통해 3가지

핵주기-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고온건식처리공정, 장기저장 후 직접처분-를 선정하

고, 이를 대상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의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제안

하였다.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처분 착수 시점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적정 시점을 제안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직접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되어 이에 대한 처분시점을 제안하였다. 처분시점의 결정은 정치적, 사회적 인자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본 논문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주로 기술적, 경

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붕괴열, 핵비확산성, 중간저장 비용, 새로운 처분기술의

개발, 원자력계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주요 인자로 고려하여 분석하

였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3가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20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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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년, 2100년 이후)을 도출하였다. 3가지 처분시점에 대하여 선정된 주요 인자별

로 정량적 혹은 정성적 비교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CANDU 사용후핵

연료 처분시점으로서 2041년을 제안하였다. 2066년과 2100년 이후 안은 모두 중간

저장 물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며, 후손에 부담을 줄뿐 별다른

장점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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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추진전략

1. A-KRS

개발을

위한

고준위폐기

물 DB

구축

①2006년말 기준 월성과 영광 부지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수집 분석(PWR 9,614개, CANDU 24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호기별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분포 등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 개발(SCI 논문).

또한, 선진핵주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파이로 공정의 물

질 흐름 분석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개발함(특허 출원/

등록).

②원전 SF 발생량 예측을 위하여 3가지 모델(재장전주기

모델, 방출연소도모델, 연평균방출량모델)을 제안하고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함. 처분시스템 설계에 이용하기

위하여 기준 CANDU 및 HANARO 사용후핵연료를 대

상으로 선원항 평가를 수행하여 붕괴열량 회귀식 제안

하고 평가함.

프로그램

개발 등

전과정

자체개발

▸연구목표 달성도

1. PWR 9,614개, CANDU 24만개 사용후핵연료 DB 파

일 구축

2. 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방법 설계

3. 사용후핵연료 방출연소도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분

석

4. 원전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방법 설계

2. A-KRS

공학적방벽

개념설계:

CANDU

및

핵주기폐기

물

처분용기

①처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3가지 종류의

A-KDC-CANDU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성능평가를 수

행함. 고효율 처분용기 제작을 위하여 저온분사 방법을

적용한 구리코팅 용기 제조법을 최초로 시도하였으며

(특허 출원), 물성 및 부식 성능시험을 수행함. 새로이

개발된 처분용기의 구리 소요량은 기존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전기화학적 부식시험 결과 구리용기의 부식률은 제작방

식과 상관없이 구리의 순도에 좌우됨.

②선행국가의 고준위폐기물 저장용기 및 처분용기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발열량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을 위한 2가지

저장용기 및 처분용기(A-KDC-PYRO) 예비 개념설계

를 수행함.

③칼슘-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한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위하여 Ag2O를 첨가한 완충재를 제안하

고, 제안된 완충재 블록의 확산실험을 수행하였음. 또

한 완충재의 열 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저온분사

용기

제작

위탁

(RIST)

처분용기

설계 및

완충재

성능향상

자체

수행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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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 완충재(특허출원)의 열 해석을 수월하게 수행

하기 위한 해석해를 제시(SCI 논문).
▸연구목표 달성도

1.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량을 40% 향상시킨 3

가지 종류의 CANDU 처분용기(A-KDC-CANDU)

개발

2. 처분용기 구리 소요량을 대폭 감소시킨(14.5% 이하

로) 구리용기 저온분사코팅 제조법 개발

3. 파이로 공정 고준위폐기물을 위한 2가지 저장용기

및 처분용기 개념 개발

4.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Ag2O

첨가재를 제안하고 성능 확인

5. 완충재의 열 전달 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킨 이중

구조 완충재 개념 개발

3. A-KRS

설계 요건

개발

①처분용기 개선을 통한 CANDU 처분시스템의 처분효율

을 40% 이상 향상시킨 처분시스템의 설계 및 성능평가

(열, 구조 해석)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함. 개선

된 개념을 적용할 경우 전 단계에서 개발한 한국형처분

시스템 (KRS) 개념에 비해 CANDU 사용후핵연료 처

분비용 1,700억원(약 20.3%) 절감 효과가 예상됨(SCI

논문).

②OECD/NEA, IAEA 및 각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는 처분용기 회수-장기저장 요건 검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3가

지 복합처분방식(안)에 대한 처분개념을 정립하였음.

신개념

처분용기

자체

개발 및

처분방식

자체개발

해외전문

가 검토

▸연구목표 달성도

1. 처분 밀도를 증가시킨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

기를 바탕으로 처분시스템을 설계, 성능평가 및 비용

평가를 완료함. 연구결과 새로운 개념이 기존 개념

에 비해 1,700억원(약 20.3%)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처분밀도 향상, 폐기물 회수성 향상, 장기관리 개념

도입 등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처분개념 3가

지를 도출하고 개념 정립 완성.

4.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방안

수립

①원전 운영안전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안전성평가 체계

를 바탕으로 처분시설 운영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

오를 한국형처분시스템 설계자료와 원전 안전성 평가

경험을 토대로 도출하고, 안전성평가 절차를 수립함. 사

건수목 편집기인 CONP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표

사고에 대한 사건 수목을 구성함.

②운영안전성 평가의 각 단계별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정량화 도구를 선정함. 또한 사용후핵연료 운반 시나

리오에 대하여 RADTR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

운영안전

성 평가

방법론

자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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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핵연료 운반에 대한 3가지 대표 사고를 대상으로 안

전성 평가 수행 결과, 운반리스크는 운반 횟수에 민감

하였음.
▸연구목표 달성도

1. 원전 운영안전성 평가 체계를 한국형처분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대표 사고에 대한

사건수목 작성

2. 사용후핵연료 운반 중 예상되는 3가지 대표 사고를

대상으로 운반 리스크 분석 완료. 운반리스크는 운반

횟수에 민감.

5.

고준위폐기

물

장기관리

시나리오

연구

①선진 4개국 사례를 분석하였음.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정책이 법률을 통해 결정

되어 있음.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가관리원칙(안)을 제

안하고, 국가관리 프로그램의 구성과 국내 실정을 고려

한 시나리오를 결정함.

②고준위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분석을 위한 항목과 문항을 개발하고, 250여명의 원자

력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9개 항목 질문지에 대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 수행. 조사결과,

처분정책 수립에 가장 우선적인 항목으로 ‘처분안전성’

을, 그다음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지적하였음.

장기관리

시나리오

자체개발

및

사회적

수용성

분석

위탁

연구
▸연구목표 달성도

1.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원칙 작성

2.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프로그램 구성 결정

2. 고준위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조사 항목

도출 및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완료

6. 장반감기

고준위폐기

물 선원항

평가체계

구축

①2007년 말 기준, 고리와 울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분석하여 1차년도에 착수된 사용후핵연료 현황

분석 프로그램의 DB에 추가하고, 선진핵주기 발생 금

속폐기물의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집합체 설계제원을

DB에 추가하여 사용후핵연료 현황분석 프로그램을 완

성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시간을 3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효율 30배 이상 증진) 가능함을 확인

하고, PWR 기준사용후핵연료 특성(초기 농축도

4.5w%, 55 GWd/MtU) 및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

특성(초기 농축도 0.711w%, 8.1 GWd/MtU)을 도출함.

②다양한 선진핵주기 시나리오에 맞게 사용후핵연료가 조

합(서로 다른 원자로 조사, 방출연소도, 냉각기간)되어

배치(batch)로 건식처리되는 경우에도 선진핵주기 폐기

물의 물량 및 방사선원항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패키

지(CLEAN)를 자체 개발하고 검증함. 즉, 본 과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양한 파이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수월하게 선원항을 해석할 수 있음.

핵심연구

원의

해외

전문기관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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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원전 해체 장반감기 폐기물의 물량 및 방사선원항 도출

을 위해 CANDU 원자로를 대상으로 3차원 MCNP 상

세 노심모델을 개발하고, ORIGEN2를 이용하여 구조물

의 방사화 계산을 수행하였음. 계산 결과 원전 1기 해

체로부터의 장반감기 폐기물 질량은 245톤, 부피는 80

m3 정도로 예측되었으며, 폐로 후 10년 시점에서의 총

방사능은 1.3×1016 Bq정도로 추정되었으며, 국내 중저준

위폐기물 처분농도 제한치와 주요 핵종의 비방사능 비

교 결과, 60Co, 94Nb, 14C, 63Ni의 값이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제한치를 초과하였음.
▸연구목표 달성도

1. 작업시간을 2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시킨 (효

율 10배 이상 향상)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 프로

그램 개발

2. 작업시간을 3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효율 30

배 향상)시킨 사용후핵연료 현황 분석 DB 프로그램

개발

3. 새로운 PWR 및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 결정

4. 다양한 선진핵주기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선원항 평

가 수행에 대한 사례 분석: 기존 ORIGEN-S 프로그

램보다 기능향상 및 사용상 편의성 확인

5. CANDU 원자로 해체 폐기물량 산정을 위한 3차원

노심 모델 개발 및 예비 계산 수행

7. 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①저온분사기술을 이용하여 1/10 규모 크기의 구리코팅

처분용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부식 시험용 시편을

제작함. 3가지의 코팅구리, 단조구리, 주조구리, 64황

동, Al-청동 등 총 7종의 구리 및 구리합금 시편을 사

용하여 해수를 이용한 부식실험, 전기화학적 부식실험

을 수행하였음. 전기화학적 부식실험결과 구리 종류에

따른 부식전위 차이가 없었으며, 구리 순도의 영향만

나타났음. 해수 중 부식률은 코팅구리 등이 높게 평가

되었음. 그러나 전기화학적 부식평가만으로 처분용기

의 장기수명 예측은 피막저항성 변화 크기로 보아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저온분사코팅 층의 두께에 따

른 부식률을 측정한 결과 두께에 따른 변화는 관찰하기

어려웠음.

②처분용기 부식예측을 위하여 1차년도에 도출한 완충재

에서의 산화제의 이동에 대한 해석적 해를 부식예측에

이용하기 위하여 GUI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URT 지하수 환경에서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부식수명을 예측하였

으며, 계산결과 비교를 위하여 일본 H-12 부식모델과도

비교하였음. 평가결과 KURT 주변환경에서 구리 처분

저온분사

용기

제작

위탁수행

(RIST)

및

부식시험

등 자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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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수명은 1,000년을 훨씬 초과하였음.

③전기화학적 부식특성 조사(cyclic polarizaiton test)결과

KURT 지하수를 이용한 부식률은 해수 경우에 비해

1/2 수준이며, 코팅구리와 단조동의 전기화학적 차이점

은 없었음. 현재 진행 중인 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실

험실에서의 장기부식 시험결과(2개월, 4개월, 9개월) 3

가지 9개 시편의 부식률은 무시할만 하였음(9개월 처리

시편의 부식두께는 1×10-4 mm ~ 3×10-4 mm 정도).

KURT 현장 지하수를 직접 이용한 부식시험을 위한 장

치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 설치하였음.
▸연구목표 달성도

1. 저온분사코팅 기술을 이용하여 1/10 규모 처분용기

제작

2. 7가지 구리 및 구리합금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전기화학적 부식시험 완료: 구리 종류에 의한 부식전

위는 무시할 만 하였으며, 구리순도의 영향만 나타

남.

3. 처분용기 부식 수명 예측 프로그램 개발: 처분용기

수명 예측 결과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수 십만년

이상(설계기준: 1,000년)

4.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장기 부식시험: 9개월 동안

3가지 9개 부식시편의 부식 두께 1×10-4 mm ~

3×10-4 mm 확인

8. 복합폐기물

공학적방벽

및

처분방식

선정

①파이로 공정 분석 결과, 5가지 종류의 장반감기 고준위

폐기물의 발생이 예상됨. 파이로 공정 물질수지식으로

부터 5가지 종류 폐기물별, 부피 및 질량, 핵종별 방사

능, 열 선원항을 계산함. 이를 바탕으로 각 폐기물 별

저장-처분용기 개념을 도출하고, 회수성과 장기저장 기

능을 갖추며 처분밀도를 향상시킨 다층 구조의 새로운

개념의 3가지 복합폐기물 처분방안-금속 폐기물은 상부

층에 처분하고, 고준위폐기물은 3가지 처분방안-을 도

출함. 특히, 처분방안-II에는 처분시스템 효율을 극대화

시킨 한국형 공학적방벽 모듈(K-PEM)을 고안하여 처

분개념에 도입하였음). 처분방안 평가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처분효율 및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을 선정함. 또한, 폐기물의 장기관리 기간

중 예상되는 처분터널 운영기간 동안의 환기 측면에서

의 10가지 처분터널 배치안에 대한 정량적 비교를 통하

여 최적안을 작성함.

②회수성 및 장기저장 기능이 강화된 처분시스템 개발에

맞추어 지상 및 지하 시설 공정 시나리오를 개발하였

음. 핵심 시설인 폐기물 포장시설의 장비개념 도출을

위하여 3D CAD 툴을 이용하여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처분방안

및

개념개발

자체

수행 후

국내

전문가

자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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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공정에 맞춘 시뮬레이션 수

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③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활용

혹은 새로운 처분기술을 대비한 처분시스템의 회수성

향상을 목표로 복합처분시스템의 개념 설정을 수립함.

PWR과 CANDU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전략

을 포함한 방안을 제안함.
▸연구목표 달성도

1. 새로운 특성의 파이로 공정 폐기물 분석을 통한 처

분용기 5가지 개념 개발

2. 폐기물 회수성이 향상된 새로운 개념의 3가지 처분

방안 개발

3. 처분시스템 효율 및 취급성을 극대화시킨 한국형 공

학적방벽 모듈(K-PEM) 개발

4. 환기 측면에서의 처분터널 배치안 10가지에 대한 정

량적 분석 완료: 최적안 도출

5.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설계시스템 작업환경

구축

6. PWR과 CANDU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전략 수립

9.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

성 평가

체계 구축

①운반안전성 평가체계는 국제간 자료 공동 활용을 강화

할 수 있도록 IAEA에서 개발한 INTERTRAN2 프로그

램을 설치하고, ACCE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반 안

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자료 DB를 구축하였음.

②처분시설 운영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HAZOP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상시설 및 지하시설의 초기

사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 대표사건에 대하여 사건

수목을 구성하고 고장수목 분석을 수행하였음. 대표사

고로 선정된 핵연료다발 낙하사고에 대하여, 1차년도에

정립된 CONPAS, AIMS PSA Manager를 활용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확률을 구하였음. 고장수목 분석 결과 HVAC 시스템

고장 확률은 8.063e-5, HEPA Filter 고장 확률은

1.201e-5으로 평가되었음

운반평가

해외

훈련 및

운영안전

성 평가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사용후핵연료 운반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INTERTRAN2 구축

2. ACCESS 프로그램 기반 운반안전성 평가 입력자료

DB 구축

3. 한국형처분시스템에 대한 HAZOP 분석 완료: 초기

사건 선정

4. 대표사건에 대한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분석: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사고 확률 산정

10. ①다양한 핵주기와 관련된 문헌 조사를 통하여 국내 환경 처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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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핵주

기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에서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핵주기를 선정함. 최근 해

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가지 핵주기를 비교하고, 국

내 적용 가능한 핵주기를 3가지를 선별하였음. 선정된

대표 핵주기 2가지(직접처분-고온건식처리)를 중심으로

장기관리-처분 방안을 제시하였음.

②1차년도에 수행된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의 사회

적 수용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용

후핵연료 처분시점을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PWR

사용후핵연료의 고온건식처리를 고려한 처분시점을 제

안하였음. 제안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 2041

년을 중심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로드맵을 작성

하였음.

분석

일부

위탁

핵주기

특성

분석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5가지 핵주기를 대상으로 기술적 검토를 통해 2가지

핵주기를 선정하고 장기관리-처분 방안 수립

2. 선정된 핵주기를 대상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로드

맵 작성

11. 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프로그램

(A-SOUR

CE) 개발

①사용후핵연료 핵종 재고량 평가를 위하여 2008년 말 기

준 모든 사용후핵연료(11,129개) 제원 및 핵연료 장전일

데이터(20만개 이상의 데이터) 구축. 이를 바탕으로 각

호기별, 제원, 발생량, 농축도, 방출연소도, 냉각시간 등

을 분석할 수 있는 배포 버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음.

서로 다른 특성의 사용후핵연료가 파이로 건식처리 되

는 경우에도 방사선원항을 수월하게 도출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DB를 개량하고,

기능모듈 및 제어모듈을 개발함.

②파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분석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의 기능모듈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하여

선진핵주기 선원항 프로그램(A-SOURCE) 프로그램이

완성 예정(작업계산시간을 30여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가능: 효율 30배 이상 향상). 원전해체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구조재로부터 발생되는 장반감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검증 수행하여 구조재 폐기물의 방사선원

항을 계산 정확도를 200% 이상 증진함.

프로그램

개발 등

자체개발

▸연구목표 달성도

1. 2008년말 기준 모든 PWR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

(11,129개 자료, 20만개 데이터) DB 구축 완료 및

DB 분석용 배포 버전 DB 프로그램 완성

2.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선원항 프로그램 GUI 모

듈 개발 등 중간 완료(12월 최종 완료 예정)

3. 원전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검증을 통해 계산 정

확도를 200% 이상 향상시킨 프로그램 개발(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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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예상, 12월 완료 예

정)

12. KURT를

이용한

A-KRS

처분용기

부식 실험

①KURT 환경에서의 처분용기 부식실험을 위하여

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실험실에서의 4종의 구리시편

을 이용한 장기 부식실험이 18개월 동안 진행 중. 장

기간 부식시험 결과 모든 시편의 부식두께는 매우 완만

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냄. KURT 현장에서 10년

이상 장기부식 실험을 위한 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테

스트하였음. 또한, KURT 환경에서 저온분사코팅 구리

시편의 국부 부식 시험을 위하여 연구원의 미국 SWRI

연구소에 파견을 통하여 3종의 구리시편 30여개를 이용

하여 실험한 결과, KURT 환경에서 처분용기의 국부

부식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음. 완충재의 팽윤압 조

건이 부식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에 따른 팽

윤압을 측정함. 온도가 높을수록 팽윤압이 감소하는 현

상을 발견함.

②저온분사코팅 구리용기의 밀봉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의 처분용기 개념을 제안하고 시험제작함. 저온분

사코팅 용기의 구조적 안정성 성능평가를 위하여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전단시험 설비를 공동 활

용하기 위하여 소형 시험체를 제작하고, 일본 JAEA와

KAERI가 서로 다른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전사모사를

수행함. 향후 시험을 통해 두 모델의 해석 결과 비교

계획.

연구원

해외파견

을 통한

국부부식

시험

수행 등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KURT 지하수를 이용한 구리처분용기 장기 부식시

험(LAB 시험: 18개월 진행 중)

2. KURT 지하수를 이용한 구리처분용기 국부부식 시

험 완료(3종의 구리 30여개 대상): crevice corrosion

영향 무시 가능

3. 온도에 따른 완충재 내 팽윤압 변화 측정: 온도 증가

에 따라 팽윤압 감소 현상 발견

4. 저온분사코팅 구리처분용기 전단시험을 위한 성능평

가 수행

13. A-KRS

개념설계

①개선된 파이로 공정 폐기물 특성을 재분석하여, 금속폐

기물과 정련폐기물을 대상으로 저장용기와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함. 또한 CANDU 사용후핵연

료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을 위한 처분

용기를 설계하였음. 국내에서 예상되는 장반감기/고준

위폐기물(CANDU 사용후핵연료,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 원전해체 장반감기폐기물)을

복합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각 폐기물 특성에 맞춘 처분시스템 예비 개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자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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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설계 수행. CANDU와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

분은 수직공 처분방식으로 40개의 터널을 이용하며, 파

이로 공정 금속폐기물은 2개의 수평 터널 처분방식을

바탕으로 처분개념 설정.

②처분장 지상시설의 핵심시설인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의 공정을 대상으로 세부공정 및 관련 장비 개념을 도

출함. 또한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성에

맞춘 지하 처분공정을 분석하고 단위공정 및 장비 개념

을 도출함.

③개선된 파이로 공정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회수성과 장

기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형 공학적방벽

모듈(K-PEM)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처분시스

템을 설계하여 처분효율을 향상시킴.
▸연구목표 달성도

1. 개선된 파이로 공정에 따른 2종의 파이로 처분용기

개념설계완료 및 성능평가 수행

2. 회수성이 더욱 향상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

기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완료

3.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설계 완료

4. CANDU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

스템 개념설계 완료(소요터널: 40개)

5. 파이로 공정 금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완료

(소요터널: 2개)

6. 파이로 공정 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10

월 말)

7. 핵심 지상시설에 대한 세부 공정 및 관련 장비 개념

완료

8. 개선된 파이로 공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국형 공학

적방벽 모듈(K-PEM) 개량

14.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

성 평가

모듈 개발

①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대한 위험

및 운전성 검토 수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평가 수행의

초기단계인 사건수목 구성에 필요한 대표적인 사건자료

목록을 작성하였음

②처분시설 정상 운영시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의 대표 초기사건을 선정하고, CONPA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사건수목을 분석하고, AIMS-FTREX

를 이용하여 고장수목을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각 사고경위별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고 일반 대중 피폭

선량을 평가함.

정상

운영

안전성

평가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의 대표 사

건자료 목록 작성

2. 지상시설 및 지하시설에 대한 초기사건 선정,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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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추진전략

목 분석, 고장수목 분석

3. 각 사고 경위별 방사선원항 평가

15.

고준위폐

기물

처분시점

대안 분석

①기술적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 3가지 처분시점 방안을

대상으로 처분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 기술적 측면, 안전성 측면, 경

제적 측면, 윤리적 측면, 환경친화성, 원자력 지속성, 원

자력계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착수 시점으로서 2041년을 제안함.

또한 처분물량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적

정한 처분기간을 도출하였음.

②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원칙, 관리 사업자 및 비용, 처

분대상 고준위폐기물, 2041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

분시점을 바탕으로 결정한 고준위폐기물 관리 사업 로

드맵, 고준위폐기물 관리사업 수행 방안 등을 제안한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함.

처분시점

분석 및

기본계획

(안)작성

등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최적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

2.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기존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해당 고준

위폐기물은 CANDU 사용후핵연료, HANARO 사용후핵연료, 새로운 핵연료주기로

부터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

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처분용기 개발

하였으며, 회수가 가능하면서 보다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HANARO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발생량이 많지 않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였다. 고온전해분리 공정에

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은 공정 시스템을 분석하여 다양한 폐기물들의 특성을 규

명하고 이에 적합한 처분용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심지층 처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처분용기는 기존 5 ㎝ 두께 구리용기의 대안으로 주철용기 표면에 1 ㎝ 두께 구

리코팅을 한 처분용기를 개발하여 중량과 제작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용기를 개발

하여, 처분장 건설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개발된 구리코



- 640 -

팅 처분용기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처분용기의

건전성을 용이하게 확보하였다. 처분시스템의 완충재는 우리 연구원에서 특성이 규

명된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완충재 성능 향상을 위하여

열전도도 및 요오드-129 동위원소의 흡착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하 처분시스템의 처분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보된 국내 대표 암반인 화강암의

특성을 근거로 처분장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CANDU 사용후핵연료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이전 단계와 유사한 수직공 처분시스템을 보

완하는 방향으로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처분

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처분개념을 도입하였다.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축적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

자력 시설의 운영 안전성 평가기술을 바탕으로 처분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 평가 체

계를 확보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정책 설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는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항목이며,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개발이 기술 도입

단계를 벗어나 기술 발전 단계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①다양한 고준위폐기물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복합 처분시스템

개발, ②처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분밀도 향상, ③처분된 폐기물의 회수

성 향상, ④장기관리 기능의 확보를 마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개발 연구

결과는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에 따른 막대한 양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적절

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처분부지 확보와 관련된 많

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일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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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경제적 활용

본 과제에서 개발된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이 선진핵주기와 함께

연계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산업적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A-KRS 처분시스템이 요구하는 처분부지 면적은 획기적으로 축소되어 처분 부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막대하다.

현재 국내 28기 원자로의 가동으로부터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처분용기는 대략 15,000여개로 예상되며, 처분용기 1개의 제작비용이 3억 여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개발한 처분용기 제작법에서는 구리 소요량을 획기적으로 줄

였으며, 제작도 수월하다. 따라서 처분용기 제작비만으로도 큰 절감 효과(수 천억

원 이상)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실규모 제작이 성공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많은 관심 예상된다.

한편, 개발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처분밀도가 크게 향상되어,

CANDU 원자로를 개발한 캐나다에서의 관심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이와 관련된 많은 기술 교환이 캐나다와 이루어질 수 있다.

2. 사회적 활용

사용후핵연료의 적절한 관리 방안의 수립은 원자력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세대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처분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회수 및

장기관리를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써 미래에 더욱 바람직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까지

대비하였으며, 이는 세대 간의 마찰도 줄일 것으로 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슈인 부지 문제를 ‘장기관리 기능’을 갖춤으로써 중간저장-처분 2개

의 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일 부지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부지 확보과정에

서의 사회적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처분밀도가 향상되어 요구되는 부지

면적도 축소되어 부지확보 과정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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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활용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은 현재 국내 원자력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는 GEN-IV 원자로 및 파이로 공정과 함께 새로운 핵연료 주기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의 우수성이 실증될 경우, 선진 핵주기의 도

입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

면,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된 국내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프로그램은 국가 정책 결

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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