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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은 현재 16기의 가압경수로를 운전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건설

예정인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가압경수로임을 감안하면 향후 몇 십년간은 가

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2009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관

리를 맡게 된 방폐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은 건식저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기술개발 방

향에 동참하여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장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첫 단계 1년차 연구과정에 대한 결과물이다. 1년차의 목표는 

건식저장 구성물(사용후핵연료 및 건식저장 구조재료/구조물)에 대한 장기 

열화거동 모델 현황을 분석하고 시험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열화기구 평가모델 개발’, ‘시험평가 시나리오 

개발’, ‘저장 구조재료의 장기거동 특성평가’, ‘저장 구조물 열화기구 평가모델 

개발’로 크게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2년차에 수행할 건식저장 구성물에 대한 장기 열화

거동 평가 모델 개발과 시험평가 시나리오 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2, 3단계 

기술개발 과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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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Korea has operated 16 Pressurized Water Reactors(PWR) and has a plan 

to construct additional nuclear power reactors as only PWR. This causes a 

big issue of PWR spent fuel accumulation problem now and in the 

future.

KRMC(Korea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orpora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9 is charged with managing all kinds of radioactive 

waste that is produced in Korea. KRMC is considering spent fuel dry 

storage as an option to solve this spent fuel problem and developing 

the related engineering techniques. KAERI(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lso participated in this development and focused on evaluating 

the spent fuel dry storage system integrity for a long term operation.

This report is the first year research product. The aims of the first year 

work scope are surveying & analyzing models which could anticipate  

degradation phenomena of the all dry storage components(spent fuel, 

structure materials, and equipment materials) and selecting items of the 

tests which are planned to perform in the next project stage. The major 

work areas consist of 'spent fuel degradation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test senario development', 'long-term evaluation of 

structural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dry storage system structure 

degradation model development'. These works were successfully achieved.

This report is expected to contribute for the second year work which 

includes degradation model development and test senario development, 

and next projec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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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용후핵연료 열화기구 평가모델 개발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열화기구 평가모델 분석

건식저장 중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열화원인은 피복관 creep과 

hydride re-orientation 현상이다.  건식저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무렵에는 

SCC(Stress Corrosion Cracking, DHC, 피복관 oxidation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

용후핵연료 건전성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creep과 hydride 

re-orientation 현상이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외의 다른 

현상들은 크게 위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건식저장과 관련된 USNRC의 인/허가 심사에서도 두 현상에 대한 안전성 입

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용 건식저장 시스템을 인/허가 받기 위한 안전성 분석등에

서도 creep과 hydride re-orientation에 의한 열화를 막기 위한 조치만이 언급되고 

있다.[1]

본 절에서는 건식저장 중 핵연료 열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 creep과 

hydride re-orientation을 분석하고 열화를 막기 위해 수립된 설계 기준을 중점적으

로 검토하였다.  또한, 설계 기준 수립에 근거가 된, 다양한 시험결과 및 참고문헌들

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검증된 creep 모델들은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

를 수행하는 코드인 DATING[2]에 반영되었으며, hydride re-orientation은 평가를 수

행하는 방식이 아닌 hydride re-orientation을 막기 위한 설계 제한치를 설정함으로

써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009년에 개정된 NUREG-1536에서는 사용후핵연료가 습식저장소에서부터 건식저

장에 저장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및 정상상태에서의 온도를 400℃ 이하로 제한함으

로써 크립과 hydride re-orientation에 의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접근법을 채택

하고 있다.

1. Creep

가. Creep Mechanism

크립이란 응력이 가해진 재료가 시간에 따라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간에 따라 재료의 변형이 결정된다는 점이며, 일정 이상의 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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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크립은 응력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항상 존재하

는 재료의 변형 기구(mechanism)이지만, 크립의 영향이 커지기 위한 일정한 응력의 

문턱값(threshold)이 존재하며,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가진다.

핵연료에서 크립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부 압력과 핵연료 봉내압과의 압력차에 의

해 피복관에 가해지는 응력이 주 원인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높은 

붕괴열(decay heat)은 크립이 활성화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핵연료 피복관의 크립

은 크게 온도에 의해 활성화된 열크립(thermal creep)과 고속중성자 조사에 의해 활

성화되는 조사크립(irradiation creep)으로 나뉘어 지는데, 저장 조건에서는 중성자에 

의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열크립에 의한 크립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인 재료의 크립 거동이 그림 1-1에 나타나 있다.  크립 시험을 수행하면, 

초기에는 탄성변형에 의한 변형율(εe)이 나타나며, 이후에 크립에 의한 변형율(εe)이 

발생한다.  그림 1-1에서 1영역은 primary creep 영역으로써 응력에 따라 포물선 

곡선으로 변형량이 증가하다 포화된다.  2 및 3영역은 steady-state creep과 tertiary 

creep 영역으로써, 시간에 따라 일정한 크립율을 보이다, 급격한 변형율 증가 후 파

손이 발생한다.  크립에 의해 최종적으로 파열이 발생하는 시간을 파열시간(rupture 

time)이라 한다.

크립에서 중요한 기간은 정상상태 구간과 파열 구간의 크립율이다.  지르칼로이의 

경우 대부분의 크립 모델은 시험결과에 따른 현상적모델(phenomenological model)

로 표현되지만 열크립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식 1-1과 같은 Arrhenius 식의 형태를 

따른다.

  exp
                      (식 1-1)

식 1-1에서 Q는 활성화에너지(activation energy)이며, n은 응력지수(stress 

exponent),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 σ는 응력, A는 재료별 상수이다.

식 1-1에서 알 수 있듯이 크립현상은 온도와 응력에 크게 의존한다.  특이한 점은 

크립 시험의 온도와 응력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Q와 n의 값이 달라지는데 이는 온

도 및 응력에 따라 크립을 발생시키는 주요 mechanism이 변하기 때문이다.

금속을 비롯한 다결정립 재료에서 크립은 다양한 mechanism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재료에 가해진 응력 및 재료의 온도가 특정 mechanism에 의한 크립을 결

정하는 요인이다.  지르칼로이 합금에서 발생하는 열크립은 대표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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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Grain boundary Sliding), LTC(Low Temperature Climb), HTC(High 

Temperature Climb), NH(Nabarro Herring), Coble creep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각 creep mechanism은 온도 및 압력에 따라 작용하는 범위가 존재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는 다양한 온도 및 압력하에서의 시험데이터가 필수

적이다.

그림 1-1. 재료의 크립 거동

나. Creep Model

DATING 코드에 포함된 크립 모델은 Chin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4].

Chin은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크립이 온도 및 응력에 따라 다양한 mechanism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예상되는 mechanism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였다.  온도 및 응력의 함수로써 결정된 각각의 mechanism은 life fraction rule에 

따라 조합되며, 이를 위해 creep map과 creep rupture map을 작성하였다.

그림 1-2와 1-3은 Chin에 의해 수립된 지르칼로이 합금의 creep rate map 및 

creep rupture map이다.  피복관 용융온도에 대한 온도 및 응력과 creep rate의 상

관식은 표 1-1에 정리되어 있으며, 표 1-2에는 creep rupture time을 결정하기 위한 

상관식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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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및 1-3과 같이 온도 및 응력에 따른 creep rate map과 creep rupture 

map이 필요한 이유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기간 중 온도가 200℃~400℃로 변하고 

이에 따라 응력 또한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creep mechanism이 관계하기 때문이

며, DATING 코드에서는 다양한 creep mechanism과 그에 따른 creep rupture time 

계산을 위해 life fraction rule을 사용하여 수명을 평가하고 있다.  Life fraction rule

은 특정 원인에 의한 재료의 damage summation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

한 재료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원인이 

파손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화하여 최종적으로 파손이 일어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으로 일종의 CDF(Cumulative Damage Fraction) 평가라 할 수 있

다.

DATING 모델의 특징은 광범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험데이터베이스로부

터 유도되어, 모델의 신뢰도가 높은 점이며, NRC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모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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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르칼로이 creep rat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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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르칼로이 합금의 creep mechanism별 상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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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 rupture mechanism Equation

Transgranular fracture ln  ln

Triple-point cracking ln  ln

Cavitation-Diffusional growth ln  ln

Cavitation-power law growth ln  ln

표 1-2. 지르칼로이 합금의 creep rupture mechanism별 rupture time 

계산식

EPRI는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creep 모델로써 EDF-CEA 모델을 채택하였다[5].  

EDF-CEA 모델은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thermal creep시험을 수행한 Limon[6]의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미조사 피복관을 사용한 시험결과로부

터 유도된 일반적인 creep 모델들에 비해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크립모델로서의 적

용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DF-CEA 모델은 version 3까지 발표되어 있으며, 모델식은 식-3부터 8과 같

으며, 모델에 사용된 인자들은 표 1-3에 정리되어 있다.



 × × ×                 (식 1-2)



 × × ×                 (식 1-3)

 
,    

           (식 1-4)

 exp
  ,  exp

           (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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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                    (식 1-6)

 exp  ,          (식 1-7)

여기서, 첨자 p는 primary creep, s는 secondary creep, c는 creep을 의미하며, f1

은 응력의 함수, f2는 온도의 함수, f3는 변형량 그리고 A는 중성자속의 효과를 의미

한다.

이외에도 널리 사용되는 MATPRO creep 모델[7], Franklin 모델[8]등을 검토하였지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조건에서의 크립 모델은 DATING 모델과 EDF-CEA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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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ν 0.132

A1 20867.2

n1 1.986

Q1 13748

A2 1.386E14

n2 1.715

Q2 27628.7

a0 0.01453

C1 0.065

C2 0.935

λ1 5.708E-22

λ2 1.102E-22

C3 0.06

C4 0.94

λ3 7.087E-22

표 1-3. Values of Parameters for EDF-CEA Creep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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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drogen Re-orientation

가. Hydrogen 특성

크립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분위기에서 피복관 열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 원인이 hydride re-orientation 현상이다.  연소된 피복관에는 일정량의 수소가 

함유되어 있다.  피복관에 수소가 함유되는 주 원인은 냉각수와 피복관의 산화과정

에서 생성된 잉여의 수소가 지르칼로이 합금에 침투하기 때문이다.  피복관에 함유

된 수소는 일정 농도이하에서는 피복관에 고용체(solid solution)로 존재하지만, 포화

농도 이상에서는 판상(platelet) 수소화물(hydride)을 생성하게 되며, 포화농도는 온

도에 영향을 받는다.(그림 1-4)

Kearn에 의해 제안된 지르칼로이 합금의 고용도 한계는 온도의 함수로써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9].

  × exp
                     (식 1-8)

식 1-8에 따라 온도에 따른 고용도 한계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즉, 특정한 

온도에서 일정량 이하의 수소는 고용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온도의 감소 혹은 응력

의 증가로 인해 고용도가 감소하게 되면 잉여 수소들이 수소화물을 형성하며 석출

된다.

피복관내에서 석출된 수소화물은 피복관의 연성(ductility)을 감소시켜 응력이 가해

지는 경우 파손 가능성이 증가한다.  피복관에서의 수소화물은 원주방향(tangential) 

및 반경방향(radial)으로 생성되는데, 특히 반경방향으로 생성된 수소화물에 응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피복관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는 반경방향 수소화물

의 경우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피복관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균열을 급속히 

진전시키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반경방향으로부터 40° 이내로 수소화물이 생성되는 경우 반경방향 수

소화물로 간주하며, 핵연료 설계시에는 운전 중인 피복관에서 전체 수소화물에 대

한 반경방향 수소화물의 비가 0.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10].

노내 운전중인 피복관의 수소화물은 원주방향으로 우선 생성되는데 이는 피복관

의 texture 영향이다.  즉 HCP 구조인 지르칼로이에서 격자구조의 basal plane(그림 

1-6)에 먼저 수소화물이 석출되기 때문에 원주방향으로 석출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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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르칼로이 피복관 내부의 수소화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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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온도에 따른 지르칼로이 합금의 수소 고용도 한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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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HCP 구조 basal plane 및 피복관 texture

그림 1-7. 고연소도 피복관의 반경방향 수소화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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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asal plane에 충분히 수소화물이 석출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위치에서

도 석출이 되기 때문에 고연소도 피복관의 경우에는 일부 반경방향 수소화물이 발

견되기도 한다.(그림 1-7)

수소화물 재정향 현상이라고도 불리우는 hydride re-orientation이란 원주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던 수소화물이 어떠한 영향으로 반경방향으로 재배열하는 현상을 말하

며, 피복관에 가해지는 응력의 변화 및 온도의 감소(cooling)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ydride re-orientation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 

온도의 수소농도를 필요로 한다.  또한, 원주방향의 hoop stress가 가해져야 반경방

향으로의 수소화물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모든 현상은 높은 고용도 한계에서 낮

은 고용도 한계로의 온도 저하가 발생하는 속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

으로 고온상태에서 재료가 급랭하는 경우에는 열역학적 안정상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천히 냉각되는 경우에 수소화물의 석출이 증가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조건에서는 초기에 높던 피복관 온도가 서서히 감소하

며, 전 수명기간동안 hoop stress가 집중되기 때문에 쉽게 반경방향 수소화물이 생

성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나. Hydride re-orientation model

Hydride re-orientation은 수소고용도, 피복관 온도, 원주방향 응력, 냉각속도, 수소

함유량 및 thermal cycle에 민감하며 특히, 원주방향 응력에 민감하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 언급되었다.  이에 hydride re-orientation과 원주방

향 응력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결과 Kese의 연구결

과에서 최소 90MPa의 응력에서도 hydride re-orientation이 발생할 수 있음이 입증

되었다[11].  

현재 hydride re-orientation에 대한 USNRC의 검토사항은 크립 파손을 막기 위해 

수립된 400℃, 90MPa의 피복관 기준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hydride re-orientation에 

의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thermal cycling의 효과

는 최대 thermal cycle의 횟수를 10회로 제한하고, 최대 온도변화를 65℃ 이내로 제

한함으로써 보완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동향에서 다시 hydride re-orienta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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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고연소도 피복관의 수소함유량 증가, 호기간 

이송등 건식저장 이전 이미 thermal cycling을 겪은 핵연료에 대한 문제, 신합금 피

복관의 본격적인 사용 및 건식저장 기간의 장기화등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건식저장시 수소화물의 영향은 Chung[12]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데, 특히 

RHA-DHC(Radial Hydride Assisted Delayed Hydride Cracking)의 문제점이 지적되

었다.  건식저장 환경하에서 피복관에 발생할 수 있는 DHC의 영향은 연소도 

45,000MWd/MTU이하의 핵연료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지만, 고

연소도 핵연료의 등장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Chung의 연구에서는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피복관의 높은 수소농도, 다량의 핵

분열기체방출에 의한 높은 봉내압, 그리고 소결체/피복관의 큰 접촉압력으로 인해 

DHC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피복관에 생성된 radial hydride가 균열이 전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논의되었던 DHC보다 훨씬 쉽게 저장 중 균열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PRI[13]의 검토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radial hydride의 생성과 DHC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저장 

중 핵연료 피복관 파손을 검토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Hydride는 정상 보관기간동안 핵연료 피복관의 파손 외에도 사고상태 및 수송

(transportation)시 영향을 끼친다.  사고 및 수송시에는 피복관에 직접적인 외부 응

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radial hydride가 없는 피복관에 비해 radial hydride가 존재

하는 피복관의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피복관 손상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NRC에서도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를 제외한 사

고상태 및 수송시의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건전성 입증에는 hydride를 고려한 평가

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4].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모델 평가를 통한 hydride 효과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는

데, 이는 hydride 효과 자체가 워낙 복잡하며, 핵연료 피복관의 종류, 합금 함량, 수

소함유량 및 열처리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radial hydride 생성 자체가 피

복관의 건전성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radial hydride 생성을 근원적으로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한 모델을 통한 hydride re-orientation 평가는 



- 14 -

수행되지 않고 있으나, 고연소도 피복관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하

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기존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시험 data 분석 

1. Creep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크립시험은 크게 온도, 응력을 주 변수로 수행되며, 시편 초

기 조건에 따라 조사/미조사 피복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크립에 미치는 수소의 영

향 평가를 위해서는 미조사 피복관에 수소를 주입(hydrogen charging)한 후 수행하

는 시험이 있다.

표 1-4와 1-5에는 DATING 코드의 creep rate모델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사용된 

시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  크립 시험의 온도 350~600℃이며 시험 응력은 

9~407MPa 범위이다.  온도에 따른 응력과 creep rate의 관계는 그림 1-8, 1-9 및 

1-10에 나타나 있는데,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크립율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표 1-6에는 EDF-CEA 모델 검증을 위해 사용된 시험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

EDF-CEA에서 사용된 시험자료는 creep rate의 온도와 응력 의존성 외에도 수소함

유량 및 조사량 의존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11은 응력이 150MPa인 피복관의 

온도에 대한 의존성 시험 결과이다.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크립거동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12는 시험온도를 350℃로 고정하고 응력에 대한 의존성 시험 결과이다.

그림 1-13은 시험 온도 및 응력이 400℃, 140MPa로 일정한 경우 시편에 함유된 

수소함유량에 따른 creep 거동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3의 결과에서는 

수소함유량이 높을수록 creep rate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림 1-14[15] 및 1-15에서는 수소가 함유된 피복관의 크립 변형이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크립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도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함

유량에 대한 크립 의존성은 아직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16은 400℃, 130MPa 시험조건에서 1,2,4주기동안 운전된 피복관의 크립 

거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소함유량, 산화에 의한 wall thinning, annealing등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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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동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

다.

시험 온도

[℃]

응력

[MPa]
log

350 87 -1.10E+01

350 104 -1.04E+01

350 121 -9.9162

350 139 -9.8059

350 156 -9.6415

350 171 -8.2274

350 218 -8.6049

400 63 -1.05E+01

400 70 -1.07E+01

400 70 -1.01E+01

400 88 -1.02E+01

400 105 -9.8925

400 141 -8.8668

400 174 -7.4587

350 102 -1.13E+01

350 138 -1.09E+01

350 172 -1.02E+01

350 208 -9.2305

350 223 -8.6047

350 243 -7.571

350 407 -7.7552

350 34 -1.06E+01

350 61 -9.6526

350 91 -9.5391

350 154 -9.4514

350 175 -8.7162

350 248 -8.6306

표 1-4. DATING creep rate 모델 개발 및 검증용 시험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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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온도

[℃]

응력

[MPa]
log

400 60 -8.6563

400 92 -8.6664

400 152 -7.7

400 208 -7.5444

350 263 -8.0864

350 273 -7.7327

350 290 -7.5146

350 324 -6.535

400 212 -8.1156

400 226 -7.7095

400 238 -7.0041

400 253 -6.5437

400 179 -6.3181

600 9.857 -7.3876

600 2.02E+01 -5.5946

600 2.99E+01 -4.3796

600 4.01E+01 -3.7289

600 4.95E+01 -3.0833

600 6.10E+01 -2.4005

600 7.13E+01 -2.1306

600 8.08E+01 -1.6762

표 1-5. DATING creep rate 모델 개발 및 검증용 시험데이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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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350℃에서 응력에 따른 creep rat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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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400℃에서 응력에 따른 creep rat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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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600℃에서 응력에 따른 creep rat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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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번호
시험 온도

[℃]

응력

[MPa]

수소함유량

[ppm]
시편 상태

1 350 200 175 As-fabricated

2 400 350 215 As-fabricated

3 400 350 360 As-fabricated

4 400 140 560 As-fabricated

5 350 386 700 As-fabricated

6 350 386 1040 As-fabricated

7 470 80 740 As-fabricated

8 400 130 0 Irradiated

9 400 130 0 Irradiated

10 400 130 0 Irradiated

11 400 130 0 As-fabricated

12 400 140 0 As-fabricated

13 350 200 0 As-fabricated

14 350 100 0 As-fabricated

15 350 180 0 As-fabricated

16 380 140 0 As-fabricated

17 380 150 0 Irradiated

18 400 150 0 Irradiated

19 420 150 0 Irradiated

20 380 200 0 Irradiated

21 400 200 0 Irradiated

22 350 200 120 As-fabricated

23 400 140 175 As-fabricated

24 400 140 395 As-fabricated

표 1-6. EDF-CEA creep rate 모델 개발 및 검증용 시험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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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Creep rate의 온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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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Creep rate의 응력 의존성



- 22 -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000

0.002

0.004

0.006

0.008

0.010

0.012

0.014

0.016

0.018

0.020

0.022

 175 ppm
 395 ppm
 560 ppm

400OC, 140MPa

Time (Hr)

Ho
op

 s
tra

in
 (m

m
/m

m
)

 

 

그림 1-13. Creep rate의 수소함유량 의존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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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Creep rate의 수소함유량 의존성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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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Creep rate의 수소함유량 의존성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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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Creep rate의 조사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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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dride Re-orientation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연소도 피복관의 등장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hydride re-orientation의 중요성은 본격적인 검토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피복관 관련 연구가 주로 선행 핵연료의 연소 건전성 관점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핵연료의 노내 연소환경에서는 피복관에 생성된 수소화물이 대부분 원주방향으로 

분포하는데, 이는 냉각수와 봉내압간의 압력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단기간의 

thermal cycling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발표된 다양한 보고서 및 

논문들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조건에서 고연소도 피복관의 수소화물 영향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NRC는 고연소도 피복관의 수소영향이 400℃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미미할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저장기간이 아닌 수송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으며, 고연소도 피복관에서는 시험데이터의 부족으로 확

인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7년에 발표된 Chu[16]의 연구는 thermal cycling과 수소함유량에 따른 피복관

의 기계적 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는데, thermal cycling 횟수에 따라 전체 

hydride 대비 radial hydride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외로 낮은 2-3회의 

thermal cycling에서도 radial hydride가 대량으로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단, Chu의 실험에서는 thermal cycle의 온도 변화가 건식저장 조건에 비해 크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 열화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지

만, 오히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 피복관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응력에 비

해 낮은 응력범위에서도 radial hydride가 생성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실제 건

식저장 조건에서의 확인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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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험평가 시나리오 개발

제 1 절 배경
현재 국내에서 연소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소내 습식저장조로 옮겨져 보

관되고 있다. 그러나 습식저장은 2016년 저장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

며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식저장방식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

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은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스템으로 

이송, 저장 및 회수 등의 몇 단계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처음 겪게 되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는 다양한 열적, 물리적, 기계적 특성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건식저장 하는데 다양한 열화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열화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반

영하여 건식저장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은 필수적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건식저장을 위한 건전성 평가 기술은 건식저장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각종 열화기구에 대한 거동을 평가모델 및 코드를 통하여 

예측하고,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시험분석을 통하여 예측한 값을 검증하고 

종합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장

기 건식저장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는 각종 열화기구 모델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건식저장 조건을 모사하고 실증할 수 있

는 종합 시험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건식저장 초기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특성시험 

평가 기술과 건식저장 중 사용후핵연료의 열화기구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건전성 

단위시험 평가 기술로 크게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시험 평가기술은 건식저장을 위한 특성시험 요건과 이를 위

한 시험장비, 절차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건전성 단위시험 

평가 기술은 기존에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수행된 건전성 단위시험 사례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고 관련 장비와 절차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국내 유일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시험이 가능한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조사후연료시험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에서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국내 사

용후핵연료에 대한 특성시험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건식저장용 특성

시험 자료 생산을 위해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용후핵연료 현

황도 함께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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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산 사용후핵연료 조사후시험 및 보유현황

1987년 4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후연료시험시설로 사용후핵연료가 최초로 반입

된 이후, 초기에는 사용후연료집합체 위주로 운반되었고 1996년 이후에는 5 봉에서

10봉 내외의 연료봉 위주로 운반되었다. 시설이 보유한 8 다발의 집합체 중 건식저

장 건전성 평가 대상으로 고려되는 40,000 MWd/tU 이하의 집합체는 7다발이고, 봉

단위로 운반된 연료봉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7 다발 집합체의 냉각기간은

20년에서 30년 사이이며, 1 다발은 16×16 연료이고, 나머지는 14×14 연료이다. 그림

2-1은 7 다발의 집합체 중 집합체 평균연소도가 35,000 MWd/tU 정도인 3 다발 집

합체를 선정하여, 각 집합체가 보유한 연료봉의 연소도 분포를 바 형태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표 2-1은 조사후연료시험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연료와 현재까지 수행된

조사후시험 현황을 보여준다. 보유한 사용후연료 중 건전성 평가대상이 되는 핵연

료는 14×14 STD, 16×16 KOFA, 16×16 STD로, 손상연료를 제외한 조사후시험 데

이터는 33봉에 대한 비파과시험 결과와 19봉에 대한 파괴시험 결과를 확보하고 있

다.

그림 2-1. 평균연소도 35,000 MWd/tU 인 3 다발 집합체의 연료봉 연소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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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보유 사용후연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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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특성시험

상용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원자로 내에서 연소됨에 따라 다양한 열적, 물

리적, 화학적 그리고 기계적 특성 변화를 겪게 된다.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방출

된 사용후핵연료는 노내 습식저장조에서 냉각과정을 거치며 저장되고 있다. 이러

한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해 봉내압이 상승되어 있고 노내 연소

중 부식으로 인해 일정량의 산화막과 수소화물이 금속 내부에 석출된 상태로 저

장되고 있다. 이렇듯 연소 과정을 거치며 일정부분 열화가 진행된 상태로 습식

저장조에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건식저장을 위해 이송되고 저장되는 일

련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 조건에서의 다양한

열화기구에 노출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을 위한 특성시험은 건식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열화기구로부터 건전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원자로에서 방출된 사용후핵연

료의 초기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여 이를 건전성 평가에 반영하기 위

한 필수적인 시험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용후핵연료 특성시험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특성시험을 위한 요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특성시험 방법

과 기본적인 시험절차를 기술하였다.

그림 2-2. PWR 사용후연료의 일반적인 조사후시험 항목

사용후핵연료의 기본적인 조사후시험 절차는 그림 2-2에서 보여준다. 집합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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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출된 연료봉은 외관검사, 와전류, LVDT 등의 비파괴시험을 거치고, 봉내압

측정을 위한 천공시험을 수행한 다음, 비파괴시험 결과에 따라 파괴시험을 선정

하여 광학현미경, 미세 감마스캐닝, 밀도측정 등을 수행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

식저장 특성시험을 위해 6가지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였다. 선정

된 특성시험 항목은 결함탐상, 산화층, 봉내압, 수소분석, 제원측정, 연소도분석이

다.

1. 건식저장용 특성시험 요건 분석

본 절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사후시험 항목 중 건식저장용 특성시험으로 선

정한 6 가지 시험에 대한 요건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조사후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장비는 생성된 출력신호를 기록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험장비의 교정주기를 정하여 교정을 수행하되, 장비의 주요 전자 장치를

수리하였거나, 주기적인 정비를 하였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마다 교정해야

한다. 장비를 교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전에 교정을 실시해

야 한다.

③ 시편을 취급하는 영역은 실험자의 피폭을 최소화하도록 차폐설비 내에 설

치되어야 하며, 방사능 핵종의 누출을 막기 위해 부압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편의 취급은 모두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장비는 원격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 제어시스템은 차폐설비 외부에 설치되고, 측정부와 연결된 신호케이블 및

전원케이블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연장되어야 한다. 또한 케이블의 연장으

로 분석오차가 증가하더라도 데이터의 신뢰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수준이

어야 한다.

⑥ 장비의 부품은 고선량 시료를 취급할 수 있는 내방사선 특성을 지녀야 하

고, 단수명이 우려될 때는, 일정한 차폐를 검토해야 한다.

⑦ 시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및 중성자가 각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



- 32 -

각 특성시험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결함탐상

- KS B 6752, 압력용기-비파괴 시험 일반, 한국표준협회(2004)

- ASTM E 690-98, Standard Practice for In Situ Electromagnetic (Eddy

-Current) Examination of Nonmagnetic Heat Exchanger Tubes, ASTM

International(2004)

② 산화층 측정

- KS B 6752, 압력용기-비파괴 시험 일반, 한국표준협회(2004)

- ASTM E 376-06, Standard Practice for Measuring Coating thickness

by Magnetic-Field or Eddy-Current (Electromagnetic) Exmination

Methods, ASTM International(2006)

③ 수소함량 측정

- KS D 258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한국표준협회

(2005)

④ 제원측정

- ASTM F 2537-06, Standard Practice for Calibration of Linear

Displacement Sensor Systems Used to Measure Micromotion, ASTM

International(2006)

⑤ 연소도 분석

- ASTM E 321-96, Standard Test Method for Atom Percent Fission in

Uranium and Plutonium Fuel(Neodymium-148 Method), ASTM

International (2005)

- ASTM E 244-80, Standard Test for Atom Percent Fission in Uranium

and Plutonium Fuel (Mass Spectrometric Method), ASTM Internationa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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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함탐상 시험 요건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결함은 비파괴시험법인 와전류탐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코

일에 일정한 주파수의 교류전류를 흘려 생성된 1차 자기장은 도체 내부에 와전

류를 유도하고, 와전류에 의해 생성된 2차 자기장은 1차 자기장과 반응하여 전체

적인 자기장과 코일 내의 전류 크기에 변화가 생긴다. 도체 내에 균열이 있을 경

우 와전류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그 크기와 분포가 변화하게 된다. 코일에서의 임

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 와전류탐상법이다[17]. 그림 2-3

는 와전류 생성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3. 와전류의 생성

1) 와전류 탐상 요건

(1) 장비는 적당한 주파수의 교류를 이용하여 시험코일 또는 탐촉자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야 하고, 재료의 전자기 특성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와전류 탐상 장치의 출력은 위상 및 진폭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와전류 환상형탐촉자는 직경 9.14 ~ 10.72 mm 범위의 국내 PWR 사용후핵

연료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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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봉은 시험할 대상이 되는 사용후연료봉과 동일한 제원 및 재질(화학성

분)로서 원격취급이 용이하고, 교정데이터를 얻기에 충분한 길이로 제작되

어야 한다.

(5) 표준봉에 가공되는 결함은 PWR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 가능한 결함의 형

태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시켜야 하며, 결함의 제원은 ±20 % 또는 ±0.08

mm 중 작은 값 이내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6) 와전류 측정 전에 표준봉 표면에 부착된 금속분말, 유지 등은 탐상결과에

영향을 주고 장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7) 연료봉을 상승 혹은 하강하면서 와전류 결함탐상을 수행하고, 연료봉 축방

향 위치의 오차는 0.5 mm 이내여야 한다.

(8) 와전류 결함탐상을 통해 이상신호를 판단하고, 해당 위치에 파괴시험을 위

한 절단위치를 표시한다. 표시에 의한 오차는 0.5 mm 이내여야 한다.

(9) 표준봉 결함의 깊이에 따른 신호 위상각의 관계가 규정되어야 한다.

(10) 탐촉자의 이동속도는 교정용 표준봉의 결함에 대해 적절한 주파수 응답

및 감도를 제공하는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1) 표준봉의 결함은 각 결함 상호간 및 봉 끝으로부터 식별이 가능하도록 축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나. 산화층 두께 측정시험 요건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산화층 측정방법은 비파괴시험과 파괴시험 방법으로 구분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수행되며, 파괴시험 결과는 비파괴시험 데이터의

교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비파괴시험법으로는 그림 2-4와 같은 lift-off 기법을 이용한 와전류 측정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연료봉 결함탐상에 환상형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 산화층

측정에는 표면형 탐상방법 및 스프링에 의한 표면 접촉식으로 측정한다. 산화층

의 증가는 센서와 전도체와의 거리를 증가시키고, EC(Eddy Current) 신호의 크

기를 감소시키는데, 이를 측정하면 산화층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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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Lift-off 기법을 이용한 와전류 

측정법

Zirconium oxide로 구성된 피복관의 산화층은 비자성체(non-magnetic material)

로 lift-off 신호를 증가시키고, 와전류측정기에서 생성된 RF(Radio Frequency)

에너지를 투과시킨다. 그러나 피복관 표면에 고착된 1차 계통의 부식생성물, 크

러드는 일반적으로 Nikel Ferrite로 RF 에너지를 왜곡시키고, 일정한 층을 이루

는 물리적인 특성으로 lift-off 신호를 가중시킨다[18]. 이로 인하여 와전류 측정의

결과가 산화층 두께의 실제값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5는 크러

드층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와전류 측정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림 2-5. 크러드 층에 따른 와전류 측정 특성 변화

1) 와전류를 이용한 산화층 두께 측정 요건 분석

(1) 크러드의 자기특성은 RF 에너지를 왜곡시키고, 와전류 신호를 변형시켜 산

화층 두께 측정값에 영향을 준다. 피복관에 크러드층이 확인된다면, 크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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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보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산화층 측정에 적합한 와전류 침투깊이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주파수를

결정한다. Zircaloy의 경우, 주파수 1.8 MHz에서 침투깊이는 약 0.29 mm

이다. 일반적으로 침투깊이는 1/2 피복관 두께보다 작아야 한다.

(3) 와전류 신호를 산화층 두께값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정용 표준연료봉을 사

용한다. 표준봉은 측정하고자 하는 사용후연료 피복관과 동일한 재질을 사

용하고, 균일한 두께를 유지해야 하며, 산화층을 모의하는 박막은 균일한 두

께로 피복관과 밀착되어야 한다.

(4) 표준봉에 입히는 박막의 재질은 연료봉의 곡률에 적당하고, 측정값에 변화

를 유발하지 않는 신축성(flexibility) 특성을 가져야 한다.

(5) 산화층 측정은 연료봉을 상승 혹은 하강하며 프로브를 고정한 채 측정하

되, 연료봉 축방향 위치의 오차는 0.5 mm 이내여야 한다.

(6) 와전류 탐촉자는 재료 안에서 교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탐촉자의 접

촉면과 대상 재료 사이의 간격(lift-off)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이상적인 조건에서 산화층 측정값의 정확도는 ±5 ㎛ 이내여야 한다.

(8) 집합체 2면을 0도로 두고, 피복관 표면에 있는 스프링 및 딤플의 표시를

통해 연료봉의 각도를 결정하여 측정데이터를 연료봉 각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9) 탐촉자의 이동속도는 교정용 표준봉의 필름두께에 대해 적절한 주파수 응

답 및 감도를 제공하는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표준봉을 통해 탐촉자의 축방향 최소 식별거리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평

균할 개별 측정값의 개수를 정해야 한다.

2)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산화층 두께 측정 요건 분석

(1) 500배 배율 이상에서 산화층을 측정하되, 산화층이 두꺼워 유효범위를 넘

어서는 경우, 배율을 산화층 두께에 맞춰 낮출 수 있다.

(2) 측정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수행하되, 일정한 주기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표준자를 이용하여 배율에 따른 픽셀당 길이를 보정한다.

(3) 표준자는 공인성적서를 포함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측정하고자 하는 사용후연료 시편은 반경방향 혹은 축방향으로 절단하여

제작하되 수평도를 적합하게 유지하고, 산화층과 산화되지 않은 피복관의



- 37 -

구분이 뚜렷하도록 시편 표면이 연마되어야 한다.

다. 봉내압 측정시험 요건 분석

봉내압 측정 및 핵분열기체방출량은 연료봉의 플레넘 부분을 천공하는 방법으

로 측정된다. 플레넘은 연소기간 동안 핵분열기체 방출에 의한 봉내압 상승과 그

에 따른 피복관 크립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빈공간이다. 연소전

초기 연료봉은 고압의 헬륨으로 채워져 있으며, 연소기간 동안 소결체로부터 방

출된 핵분열기체로 인해 플레넘 내부 가스의 조성이 변한다. 봉내압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봉내 가스를 두 번 확산시켜 측정하는 이중확산법이 주로 사

용된다.

1) 봉내압 측정 시스템의 요건

(1) 천공용기 및 확산용기는 진공,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봉내압 및 공간체적의 측정오차는 5% 이내이어야 한다.

(3) 연료봉을 홀더에 설치하고, 밸브를 작동하는 등 모든 작업이 원격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피복관에 과도한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고, 기밀이 깨지지 않으며, 내부 기

체의 확산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천공조건을 수립해야 한다.

(5) 핵분열기체 포집을 위해 다이어프램 펌프가 작동될 때, 천공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 전해지는 펌프의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6) 핫셀 외부 글로브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시료포집병은 핵분열기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압보다 낮도록 설계하고, 일정압력에서 포집이 중지되도

록 압력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7) 포집된 핵분열기체는 음압(negative pressure)이므로, 기체의 정량분석을

위해 이에 적합한 압력게이지, 밸브 등의 진공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8) 시료포집장치가 설치된 글로브박스는 격납이 유지되어야 한다.

(9) 고방사선의 사용후연료를 취급하므로, 모든 부품이 내방사선의 특성을 지

니고 있어야 한다.

라. 수소함량 측정 시험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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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는 산화와 더불어 사용후연료의 대표적인 열화기구이다. 산화과정에서

생성된 수소원자는 피복관에 일부 고용되고 일정농도를 초과하면 수소화물로 석

출되어 피복관의 취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원주방향에 비해 반경방향 수소화물의

분포는 피복관 손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소함량의 측정방법은 크게 시료를 용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과 마운팅

시편을 제작하여 이미지 분석을 통해 정량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지 분석법은 수

소화물 분포 및 국부적인 함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하고, 용해에 의한 정량법은 재

료의 전체적인 수소함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1) 불활성기체융해-열전도도 측정법의 요건

(1) 사용후연료 시편은 소결체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2) 시료세척시, 수소를 함유한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료의 크기는 수소함유량이 약 3 ㎍을 넘지 않도록 정한다.

2) 후방산란전자상 분석법의 요건

(1) 후방산란전자상은 시편의 표면상태에 민감하므로, 수소화물이 석출된 피복

관 시편의 조도가 우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험전 시편의 조도를 측정

해야 한다.

(2) 시편은 분석 전에 Pt, Au 등의 전도성 물질로 코팅되어야 한다. 코팅두께

는 전자빔에 의한 대전(charging)현상을 피할 정도로만 최소화되어야 한다.

(3) 되도록 시편 표면의 인공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편이 제작되어야 한다.

(4) 이미지분석을 위해 후방산란전자상을 처리하는 방법(B/W conversion, 밝

기조절 등)은 일정한 수치와 순서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마. 제원측정 시험 요건 분석

연료봉의 제원은 가장 기본적인 외관의 상태를 설명하는 정보로 연료봉길이,

Active length, 직경, Ovality, 휨 등을 포괄한다. 연료봉의 직경과 ovality를 측정

하는 주요 비파괴시험법으로는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를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기계적 변위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수

십 ㎛의 정밀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연료봉의 active length는 감마스캐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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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측정할 수 있다.

1)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요건

(1) 측정대상 연료봉과 유사한 직경의 표준연료봉을 0.1 mm 이하 간격으로 5

가지 이상의 직경을 갖도록 제작한다.

(2) 표준연료봉의 난형도(Ovality)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표준연료봉 직경의 제

작공차 및 진원도를 납품시 명기해야 한다.

(3) 표준연료봉을 통해 직경 측정의 재현성 및 정밀도를 측정하고, 불확도 평

가에 이를 적용한다.

(4) 연료봉의 상하 구동은 LVDT 측정과 동기화되어야 하며, 이동속도에 따라

연료봉 위치별 재현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5) LVDT 프로브로 인해 연료봉 피복관의 산화층이 떨어져 나가거나, 연료봉

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6) 최소 0.1 mm 간격의 연료봉 축방향 이동시 마다 직경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7) 2차 코일의 전압 출력값이 변위값에 대응되도록 교정해야 한다.

2) 전감마스캐닝 요건

(1) 감마스캐닝의 데이터는 1 mm 이하의 간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2) 연료봉의 이동속도는 연소도 및 냉각기간 등을 고려하여 측정값의 정밀도

가 0.1 mm 이하가 되도록 적정하게 설정한다.

(3) 슬릿의 크기는 최소 0.5 mm 이하여야 한다.

(4) 감마선의 축방향 분포값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중파고분석기(Multi-

Channel Analyzer, MCA)가 MCS(Multi Channel Scaling) 모드에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바. 연소도 분석시험 요건 분석

연소도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사용후연료 소결체를 용해하여 화학적으로 분석

하는 방법, 감마스캐닝에 의한 비파괴시험법, EPMA로 소결체 내의 원소 분포를

통해 연소도를 유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체적인 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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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는 감마스캐닝에 의한 방법이 적합하나, 상대검출효율의 평가와 정확한 연

소이력 정보가 필요하고, 핵종평가 코드를 활용해야 하는 등 오차인자가 다양하

고, 평가방법도 복잡한 편이다. 화학적 분석 방법은 연소도 분석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소도 지표핵종인 Nd-148과 Cs-137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 일반요건

(1) 측정 불확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표준물질을 사용할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검교정된 물질이어야 한다.

(3) 각 분석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할 경우, 연료봉의 측정위치에 대한 정보

가 정확해야 하며, 측정 위치 정보는 오차를 포함해야 한다.

(4) 연소도 측정 결과는 Nd-148 화학분석법을 기준으로 한다.

2) 감마스캐닝 연소도 분석 요건

(1) Cs-134의 604.7 keV line과 795.9 keV line이 분리될 수 있도록 분해능은 2

keV (FWHM) 이하여야 한다. (상대검출효율 산출에 필요함)

(2) 검출기와 연료봉과의 거리 및 슬릿 크기는 dead time, resolution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3) 핵종 평가 코드에 대한, 분석하고자 하는 연소도 범위의 검증 데이터를 확

보해야 한다.

(4) 사용후연료봉의 감마선 축방향 데이터에서 소결체의 dish에 해당되는 부분

을 제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5) 감마선의 축방향 분포값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중파고분석기(Multi

Channel Analyzer, MCA)가 MCS(Multi Channel Scaling) 모드에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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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특성시험 장비 및 절차

가. 결함탐상 시험 장비 및 절차

1) 시험방법

와전류 탐촉자는 그 형태에 따라 환상형과 표면형으로 분류한다. 환상형 탐촉

자는 튜브형 시험체의 결함탐상에 적합하고, 표면형은 국소영역에 대한 결함탐상

에 적합하다. 또한 환상형 탐촉자는 단일 코일로 되어 있는 절대형과 두 개의 코

일로 구성된 차동형으로 분류한다[19]. 연료봉의 와전류 결함탐상에 사용되는 탐

촉자(Probe)는 주로 온도와 탐촉자 흔들림에 영향을 적게 받는 차동환상형을 사

용한다.

차동환상형 탐촉자를 사용한 와전류 탐상법은 두 코일의 임피던스 값의 차이

로 결함을 판별한다. 임피던스의 차이값은 저항 성분과 리액터스 성분의 벡터합

으로, 임피던스의 위상은 저항과 리액턴스의 평면에서의 각도로 정의된다.

시험체의 결함 형태 및 깊이는 임피던스 위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인공

적으로 결함을 가공한 표준시험체로 결함에 다른 위상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2-6은 열교환기튜브의 일반적인 표준봉 형태를 보여준다[20]. 도체의

전기 전도도 및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은 코일의 임피던스 값에 영향을

주므로, 재질 및 형태가 달라지면 표준시험체 역시 새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림 2-6. 열교환기튜브의 일반적인 표준봉 형태

와전류 결함탐상을 통해 결함의 예상 위치와 형태가 확인되면, 페리스코프로

피복관 외면을 관찰한다. 파괴시험을 위해 결함 예상 위치에 표시를 하고,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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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용 시편을 마주보는 형태로 반경방향 단면시편 2개를 제작한다. 결함이 확

인되지 않으면, 일정한 정도로 연삭하여 다시 관찰한다.

2) 와전류 시험절차

(1) 와전류 측정장치를 가동하고 30분 후에 시험을 수행한다.

(2) 사용후연료봉의 하단이 탐촉자 홀더 설치 위치 보다 높은 위치에 있도록

비파괴시험벤치를 조정한다.

(3) 탐촉자를 설치하고, 사용후연료봉을 천천히 하강시켜 봉하단이 탐촉자 홀

더와 일치하도록 한다.

(4) 비파괴시험벤치의 축방향 높이를 ‘0’으로 설정한다.

(5) 와전류측정장치에서 비파괴시험벤치의 하강속도 및 측정길이를 입력한다.

(6) 사용후연료봉을 하강시키면서 와전류측정을 수행하고, 축방향 위치에 따른

임피던스값을 자동 저장한다.

(7) 시험이 종료되면 비파괴시험벤치를 상승시켜 연료봉 하단이 탐촉자를 완전

히 빠져나오도록 한다.

(8) 탐촉자 홀더를 측정위치에서 보관위치로 이동시킨다.

3) 와전류 시험조건 설정

와전류 시험조건은 표준봉을 통해 설정값을 확인한다.

(1) 각 결함의 특성에 따라 신호의 위상각의 차이가 현저하도록 위상 또는 회

전조정기를 조정한다.

(2) 결함깊이를 다양한 표준봉을 측정할 때, 각각의 임피던스 차이가 최대이고,

외부결함과 내부결함에 대한 와전류 임피던스의 위상각의 차이가 뚜렷하도

록 시험주파수를 설정한다.

(3) 인공결함에 충분히 감지되도록 측정기의 감도(증폭 이득)를 설정한다.

(4) 노이즈에 대한 인공결함의 신호가 최대가 되도록 필터의 주파수 대역을 설

정한다. 일반적으로 시험편의 표면 상황에 따른 노이즈는 높은 주파수 영역

에 있고, 치수, 재질변화, 이송에 의한 노이즈는 낮은 주파수 영역에 위치한

다.

(5) 설정된 시험조건에 따라 표준봉을 측정하고, 결함 지시값의 크기를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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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에 필요한 연료봉 설계 데이터

본 항에서는 와전류 탐상에 필요한 연료봉 설계 데이터를 나열하였다. 다음 항

목은 비파괴시험벤치에 연료봉을 장착하고, 측정범위를 결정하고, 각종 측정조건

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다.

(1) 연료봉 직경

(2) 연료봉 길이

(3) 전체 소결체 영역의 길이(Active length)

(4) 피복관 재료 및 성분

(5) 봉단마개 형태: 지그 제작에 필요

(6) 연소도 및 연소주기

나. 산화층 두께 측정시험 장비 및 절차

1) 시험방법

와전류 산화측정의 초기 교정은 조사전 피복관에 산화층을 모의하는 비전도체

의 박막을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가열로에서 인공적으로 균일하게 산화층을 형성

시킨 표준봉을 사용할 수 있다. 교정된 값을 이용하여 사용후연료봉에서 측정된

와전류 신호값을 산화층 두께로 변환하면 축방향 산화층 분포를 얻을 수 있다.

조사조건이 반영된 좀 더 정확한 교정인자를 구하려면, 사용후연료의 축방향 위

치별로 파괴시험 시편을 제작하고 광학현미경으로 산화층두께를 측정하여 파괴

시험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그림 2-7은 사용후연료봉의 일반적인 산화층 측정

방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2) 와전류를 이용한 산화층 측정 절차

(1) 사용후연료봉의 하단이 산화층 측정 홀더 설치 위치 보다 높은 위치에 있

도록 비파괴시험벤치를 조정한다.

(2) 측정 홀더 설치를 하고, 연료봉의 하단을 홀더와 일치시키고, 비파괴시험벤

치의 축방향 높이를 ‘0’으로 설정한다.

(3) 표준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료봉을 하강시키고, 표준봉을 연료봉 하단에

고정한다.

(4) 표준봉을 홀더 위치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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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화층 두께 측정 프로그램에서 벤치의 이동속도와 측정 범위를 입력하고

연료봉을 하강시키면서 측정을 수행한다.

(6) 측정은 여러 각도(일반적으로 90도 간격)에서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측정

시스템에 저장한다.

(7) 측정이 종료되면, 연료봉과 표준봉을 상승시켜 측정 홀더를 벗어나게 한

뒤, 표준봉을 연료봉과 분리한다.

(8) 측정 홀더는 측정위치에서 보관위치로 이동시킨다.

3) 측정에 필요한 연료봉 설계 데이터

산화층 측정에 필요한 연료봉의 설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연료봉 직경

(2) 연료봉 길이

(3) 전체 소결체 영역의 길이(Active length)

(4) 피복관 재료 및 성분

(5) 봉단마개 형태: 지그 제작에 필요

그림 2-7. 사용후연료의 산화층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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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내압 측정시험 장비 및 절차

1) 시험방법

봉내압 측정을 위한 천공방식은 드릴링, 펀치 및 레이저에 의한 방식이 있다.

드릴링에 의한 방법은 관련 방치가 비교적 단순하나, 천공시 칩(chip)이 발생하

고, 기밀유지의 어려움이 있다. 레이저 천공방법은 천공성능이 우수하나, 장치가

복잡하고 부피가 크며, 가격이 매우 고가이다. 유압식 펀치 방법은 경제적이고,

천공성능도 비교적 우수하나, 피복관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21].

천공 시점에서 봉내의 핵분열기체는 천공용기로 확산되고, 고압게이지에 의해

압력이 측정된다. 이 때, 소결체와 피복관 사이에 반응층이 형성되어 갭이 닫힌

고연소도 연료봉의 경우엔 평형상태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일

반적으로 이중확산법은 평형상태에 이를 때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요구된다. 이

후, 표준용기로 확산하여 압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봉내압 및 연료봉 내부체

적을 산출하고, 연료봉내 기체를 일부 포집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혹은 사중

극자 질량분석기[22]를 이용하여 기체성분을 분석한다. 그림 2-8은 이중확산법에

의한 봉내압 측정방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2-8. 봉내압 및 핵분열기체 분석 방법

포집된 기체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기체 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하

여 Kr, Xe, Ar 및 연료봉 내부에 포함된 H2, O2, CH4, CO 등을 분리 정량하고

질량분석법으로 Kr과 Xe의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는 방법과 Kr-85의 감마선(514

keV)를 측정하여 다른 핵종을 간접적으로 정량하는 방법이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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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사례

(1) ANL의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North (HFEF/North)[24]

HFEF에서는 연료봉을 축방향으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레이저 천공방식으

로 봉내압을 측정한다. 천공전 시스템은 15 ~ 20 millitorr (0.020 ~ 0.027

mbar)까지 내부압력을 낮추고 30 pps, 30 Watt의 레이저로 연료봉을 천공

한다. 천공시간은 0.381 mm 두께의 피복관인 경우는 3 ~ 10초, 1.321 mm

두께의 피복관은 30 ~ 45초가 소요된다. 플레넘 공간체적이 대기압일 때,

0.03 ~ 36 리터 범위에서 이 시스템의 측정오차는 ± 5% 이내이다. 또한, 다

양한 연료봉 측정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체적의 보정용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2-2는 ANL에 설치된 핵분열기체 포집장치의 특

성을 보여주며, 그림 2-9는 장치의 형태를 보여준다.

Laser

Type:

Maximum energy per pulse:

Rated average power:

Pulse repetition rate:

Beam width:

Final lens focal length:

Minimum spot diameter:

Neodymium-YAG

20 Joules

150 Watts

1 to 150 pps

6.4 mm

100 mm

0.13 mm

Pressure and Vacuum Instrumentation

Seling head pressure:

Manifold pressure

Manifold vacuum:

Sample line vacuum:

Sample line pressure:

0 ~ 1.38×106 Pa

0 ~ 3.45×105 Pa

1 atm ~ 10±5 millitorr

1 atm ~ 10±5 millitorr

0 ~ 1.0×105 Pa

System Capabilities

Element diameter range:

Element length range:

Cladding thickness:

Void volume of the element:

Observed accuracy:

4.42 ~ 21.1 mm

2.54 ~ 305 cm

0.33 ~ 3.18 mm

0.03 ~ 36.0 liter-atmosphere

Better than ± 5% for pressure and 

volume

표 2-2. ANL에 설치된 핵분열기체 포집장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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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NL의 봉내압 측정장치

(2) CEA hot lab STAR, Cadarace[25]

CEA에 설치된 봉내압측정시스템은 펌프, 샘플링, 천공, 확산 4개의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펌프시스템은 1차 펌프와 터보분자펌프(turbomolecular

pump)로 되어 있으며, 확산용기에서 10-5에서 10-6 mbar 진공도 성능을 보

여준다. 펀치의 falling mass는 2 kg 이상이며, 기밀은 수공으로 제작된 탄

성중합체 캐스킷이 사용되었다. 천공용기의 체적은 프랑스 PWR 연료봉의

자유체적(free volume)과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천공후 연료봉은 내부

압력은 약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확산용기는 2차 확산후 약 2 bar 정도

로 압력이 내려가도록 용기 체적이 설계되어 있다.

(3) 일본 토카이 원자력연구소[26]

일본 토카이 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된 시스템은 천공용기, strain-gage

transducer와 differential pressure transducer 타입의 압력계, 세 개의 표준

용기, 열전대(thermocouple), 기체포집용기, 진공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천

공용기는 약 200 ㎖이고, 세 개의 표준용기는 각각 25 ㎖, 50 ㎖, 75 ㎖의

용적으로 제작되어 있다. strain-gage transducer 타입의 압력계는 천공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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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을 9.81 MPa 까지 측정 가능하다.

그림 2-10. 토카이 원자력연구소의 봉내압 측정 시스템

(4) PIED,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27]

불감부피(dead volume)를 최소화한 천공용기가 핫셀 내부에 있고, 1200

mm 두께의 차폐벽을 가로질러 2 mm bore stainless steel tube로 포집시스

템과 연결되어 있다. PHWR과 MOX 연료봉의 봉내압 및 핵분열기체 성분

분석이 가능한 본 시스템의 모든 부품은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되어 있으

며, 핵분열기체의 압력은 측정범위가 0.01 ~ 1100 Torr인 용량식 격막 진공

계(Capacitance Diaphragm Gauge, CDG)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5) 조사후연료시험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본 시스템은 텅스텐 재질의 유압식 천공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PWR 사용후연료 분석을 위해 제작되었다. 사용후연료봉 측정에서, 초기 시

스템의 진공도는 4.2×10-6 mbar에 도달하는데 134시간 소요되며, 1×10-2

mbar까지는 로타리펌프로 진공도를 낮추고, 이후로는 터보펌프 사용한다.

핵분열기체 포집을 위해 다이어프램 펌프와 20 cc 체적의 시료포집병이 두

개 설치되어 있다. 시료포집병의 포집압력은 97 kPa로 설정되어 있다. 본

시스템의 봉내 공간체적의 측정오차는 4.3 % 이내이다. 본 시스템의 특징은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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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방식 유압식 펀치

천공용기 60 cm3

표준용기/팽창용기 100 cm3

기계식 로터리펌프(1차) < 10-4 mbar (15 ㎥/h)

터보펌프(2차) 1×10-8 mbar (400 ℓ/s)

다이어프램 펌프(기체시료포집용) < 1 mbar (2.3 ㎥/h)

시료포집병 20 cm3 (포집압력 97 kPa)

봉내압 측정오차 4.3 % 이내

표 2-3. PIEF에 설치된 봉내압 측정 시스템의 특성

3) 봉내압 측정 절차

(1) 가동 전 장치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압 보다 약간 높은 압력

의 질소가스를 불어 넣어 표준 및 천공용기의 내부를 환기시킨다.

(2) 연료봉 삽입 부분의 표면을 알콜로 닦아내고 진공그리스로 얇게 도포한 다

음 천공용기의 연료봉 홀더에 연료봉을 장전시킨다.

(3) 로터리펌프를 가동하여 표준용기 및 천공용기 내부의 진공도가 1 x 10-2

mbar에 도달하면 터보펌프를 가동하고 2 x 10-6 mbar가 될 때까지 대기한

다.

(4) 천공용기에 공급압력이 3 kg/㎠abs 이 되도록 질소가스를 충진한다. 충진

상태에서 밸브를 닫고 압력이 평형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와 압력을 기록한

다.

(5) 천공용기에서 체적이 교정된 표준용기로 연결된 밸브를 열고 질소를 확산

시킨다. 평행상태에 이르면, 온도와 압력을 기록한다. 아래 식을 통해 천공

용기의 체적을 환산한다.

     

  
(식 2-1)

Vp1 :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측정한 천공용기의 체적(연료봉 천공전)

Vs : 표준용기의 체적

Tn1 : 천공용기의 질소가스 온도

Tn2 : 표준용기로 질소가스를 팽창시켰을 때 질소가스의 평형온도

Pn1 : 천공용기의 질소가스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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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2 : 표준용기로 질소가스를 팽창시켰을 때 질소가스의 평형압력

(6) 로타리펌프 및 터보펌프를 다시 가동하여 2 x 10-6 mbar 진공도에 이르도

록 한다.

(7) 표준용기 밸브는 닫은 채, 벨로우즈식 천공장치를 작동시켜 연료봉을 천공

한다. 평행상태에 이르면 천공용기 내부 기체의 온도와 압력을 기록한다.

(8) 아래 식을 통해 연료봉 천공후의 천공용기 체적을 구한다.

 


(식 2-2)

VT : 연료봉 천공후 천공용기의 체적(Vp1+ Vf)

Vf : 연료봉의 공간체적

T1 : 천공용기의 핵분열기체 온도

T2 : 표준용기로 핵분열기체를 팽창시켰을 때 핵분열기체의 평형온도

P1 : 천공용기의 핵분열기체 압력

P2 : 표준용기로 핵분열기체를 팽창시켰을 때 핵분열기체의 평형압력

(9) 다이어프램펌프를 가동시켜 핵분열기체를 기체포집병으로 이송시킨다.

10) 장치에 남아있는 핵분열기체 배출시킨다. 이 때, 핵분열기체는 질소가스와

희석하여 배출하고, 배출이 완료되면 장치의 모든 밸브를 닫는다.

4) 측정에 필요한 연료봉 설계 데이터

봉내압 측정에 필요한 연료봉의 설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연료봉 직경

(2) 연료봉 길이

(3)전체 소결체 영역의 길이(Active length)

(4) 피복관 재료 및 성분

(5) 플레넘 영역의 구체적 정보(스프링 포함)

(6) 연소도

라. 수소함량 측정시험 장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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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방법

금속 내의 수소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고온, 용해하여 추출한 수소를 정용측압

법, 열전도도측정법, 질량분석법, 동위원소희석 질량분석법 등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불활성기체융해-열전도도측정법이

다. 이 방법은 시료를 흑연도가니에 주입하여 임펄스로나 고주파유도로에서 알곤

분위기로 고온 융해할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를 분리하고, 알곤과 수소의 열전도

도 차이로 수소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28]. 이 분석을 위해서는 사용후연료 피

복관 내의 소결체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사용후연료는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PCI(Pellet-Cladding Interaction)층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 소결체의 물리적인 분

리가 어려워진다. 소결체를 제거 방법으로는 드릴링 후 잔여 소결체의 화학적 용

해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미지 분석에 의한 수소함량 측정방법은 화학적인 에칭에 의한 분석법과 전

자현미경의 후방산란전자(BackScattered Electron)상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화학

적인 에칭법은 에칭액과 수소화물이 먼저 반응하여 식각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소화물 분포를 관찰하기에는 적합하나 식각에 의해 수소화물의 영역

이 실재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지 분석을 통한 정량분석으로는 적합하지 않

다. 반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기존 수소화물을 식각하지 않고 그대

로 관찰하므로, 화학적인 에칭법에 비해 수소화물의 정확한 정량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2-11은 수소분석법을 도식화한 그림이고, 그림 2-12는 후방산란전

자상을 통해 수소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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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사용후연료의 수소분석법

그림 2-12. BSE에 의한 수소함량 분석 방법

마. 제원측정 시험 장비 및 절차

1) 시험방법

LVDT에는 3개의 원통형(solenoidal) 코일이 있다. 중앙 코일에서 교류를 발생

시키면, 양단의 2차 코일에 전압이 유도되는데, 변위에 따라 코일 축에 위치한

강자성체 코어가 움직이면, 1, 2차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변화되고,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도 변하게 된다. 이를 측정하면 변위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게 된

다. LVDT로 사용후연료의 제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교정이 완료되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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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에 적합한 표준봉이 필요한다. 그림 2-13과 2-14는 LVDT 시스템을 도식화

한 그림과 표준봉 제작의 예를 보여준다[29].

연료봉의 active length는 전감마스캐닝(gross gamma-scanning)으로 측정할 수

있다. 축방향으로 연료봉을 이동하면서 핵분열생성물로부터 나오는 감마선을 측

정하면 소결체의 시작과 끝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측정방법은 슬릿의 크기,

연료봉과 검출기와의 거리 등에 따라 측정 분해능 및 정밀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된 스프링을 사용할 경우 소결체와 맞닿은 스프링

에서 Co-60 핵종의 감마선이 나오므로 전감마에 의한 방법 보다는 Cs-137 핵종

의 감마선을 측정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다만 측정 선량이 줄어들어 오차가 커지

므로, 위치별 측정시간을 더 길게 해야 한다.

2) LVDT 시험 절차

(1) 장비의 전원을 가동하고, 30분 후에 시험을 수행한다.

(2) 페리스코프로 비파괴시험 벤치에 설치된 연료봉의 반경방향 위치를 확인하

고 측정하고자 하는 각도에 맞춘다.

(3) LVDT의 프로브와 봉하단을 일치시키고, 비파괴시험벤치의 축방향 높이를

‘0’으로 설정한다.

(4) 연료봉 하단에 표준봉을 삽입하고 비파괴시험 벤치 하부 가이드에 설치한

다.

(5) LVDT를 보관위치에서 시험위치로 이동시킨다.

(6) 표준봉으로 LVDT를 교정한다.

(7) 벤치의 이동속도, 측정길이를 설정하고 연료봉을 하강하면서 제원을 측정

한다.

(8) 특정 위치에서 난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료봉의 회전속도, 측정각도를 설

정하고, 연료봉을 회전하면서 제원을 측정한다.

(9) 시험이 종료되면, 프로브를 개방하고, LVDT를 시험위치에서 보관위치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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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LVDT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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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LVDT 표준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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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감마스캐닝 절차

(1) 장치를 가동하기 하루 전에 액체질소를 충전한다

(2) 축방향 감마스캐닝 장치에 전원을 연결한다.

(3) 검출기의 바이어스 전압을 설정한다.

(4) Slit을 적합한 크기로 조정한다.

(5) 연료봉 하단부가 lower guide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

(6) 연료봉의 봉단 끝을 Slit의 중앙부와 일치시키고, 비파괴시험 벤치의 Z방향

위치를 ‘0’으로 설정한다.

(7) MCA 프로그램에서 MCS mode를 선택하고 Dwell time과 채널을 설정한

다.

(8)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에서 LLD와 ULD를 설정한다. 전감마이

므로, ULD는 최대값으로, LLD는 저에너지대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수준에

서 값을 결정한다.

(9) 비파괴시험 벤치에서 측정하는 연료봉의 최종높이를 Active length 보다

약 100 mm 정도를 더하여 결정하고, 상승속도를 설정한다.

10) 비파괴시험 벤치의 이동과 동시에 감마선을 측정한다.

4) 측정에 필요한 연료봉 설계 데이터

제원 측정에 필요한 연료봉의 설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연료봉 직경

(2) 연료봉 길이

(3) 전체 소결체 영역의 길이(Active length)

(4) 연소도

(5) 냉각기간

바. 연소도 분석시험 장비 및 절차

1) 시험방법

Nd-148 핵종을 이용한 화학분석법으로 연소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U, Pu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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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 지표원소인 Nd를 순수하게 분리해야 한다. 핵연료 시료와 핵연료 시료에

삼중 스파이크(U-233, Pu-242, Nd-150)를 혼합한 시료용액을 준비하여 U, Pu,

Nd를 분리하는데 이 방법을 동위원소희석 질량분석법(Isotope Dilution Mass

Spectrometry, IDMS)라고 한다. 분리 수집한 용액은 건조/농축시켜 열이온화 질

량분석기(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TIMS)로 동위원소비를 측정

한다[30].

용해된 핵연료 시료에서 Cs-137의 감마선을 측정하고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U을 정량하여 연소도를 측정하

는 방법은 전자에 비해 신속하나, Nd-148에 비해 오차가 큰 편이다. 다음 식은

연소도를 환산하는 식이다.

 


× (식 2-3)

N: 시료용액 내의 연소도 지표 핵종(Nd-148, Cs-137)의 원자수

Y: 연소도 지표 핵종의 유효핵분열수율

N(U), N(Pu): 시료용액 내의 U과 Pu의 원자수

축방향 감마스캐닝에 의한 비파괴시험법은 핵연료봉에서 측정한 감마선 스펙

트럼을 통해 핵종비를 측정하고, 핵종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도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Origen-S[31]가 주로 사용된다. 표 2-4는 사용후연료의

감마스펙트럼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핵종과 감마선원을 보여준다. 그림 2-15는

연소도 측정법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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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ame

Half Life Gamma Ray
Energy

E m i s s i o n
Probability

참 고
Value err. Value err. Value err.

days days keV keV % %

Ru-106 372 0.15

511.8605 0.0031 20.4 　

1988 Nuclear
Data Sheet
s[32]

621.93 0.06 9.93 0.23

1050.41 0.06 1.56 0.04

1128.07 0.05 0.404 0.010

1562.25 0.06 0.163 0.004

Cs-134 754 0.15

475.365 0.002 1.477 0.007

2007 Nuclear
Data Sheet
s[33]

563.246 0.005 8.338 0.014

569.331 0.003 15.373 0.017

604.721 0.002 97.62 0.11

795.864 0.004 85.46 0.06

801.953 0.004 8.688 0.016

1038.610 0.007 0.988 0.003

1167.968 0.005 1.790 0.005

1365.185 0.007 3.017 0.008

Cs-137 10,994 33 661.657 0.003 85.1 0.2

Eu-154 3,105 1

591.762 0.005 4.96 0.04

1998 Nuclear
Data Sheet
s[34]

723.305 0.005 20.11 0.14

756.804 0.005 4.54 0.04

873.190 0.005 12.20 0.08

996.262 0.006 10.53 0.07

1004.725 0.007 17.91 0.11

1274.436 0.006 35.0 0.3

표 2-4. 사용후연료 감마스캐닝에 주로 사용되는 핵종 및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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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사용후연료의 연소도 측정방법

2) 축방향 감마스캐닝 절차

(1) 장치를 가동하기 하루 전에 액체질소를 충전한다

(2) 축방향 감마스캐닝 장치에 전원을 연결한다.

(3) 검출기의 바이어스 전압을 설정한다.

(4) Slit을 적합한 크기로 조정한다.

(5) 연료봉 하단부가 lower guide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

(6) 연료봉의 봉단 끝을 Slit의 중앙부와 일치시키고, 비파괴시험 벤치의 Z방향

위치를 ‘0’으로 설정한다.

(7) 전감마스캐닝 결과에서 축방향 위치별로 지지격자간 중간 위치에서 dish

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10여개의 지점을 선정한다. 선정된 위치는 채널로 기

록한다.

(8) 선정된 위치로 연료봉을 이동시킨다.

(9) MCA 프로그램에서 Live time을 설정하고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10) 위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선정된 위치에서 스펙트럼을 얻는다.

11) MCA 프로그램에서 MCS mode를 선택하고 Dwell time과 채널을 설정한

다.

12) 상기 측정된 스펙트럼에서 662 keV Cs-137 피크 위치를 찾고 LLD, ULD

위치를 확인한다.

13) ADC에서 확인한 LLD, ULD값을 설정한다.

14) 연료봉을 최하단 위치로 이동시키고, 연료봉 끝단이 slit 중앙과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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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한다.

15) 비파괴시험 벤치에서 최종 높이와 상승속도를 설정한다.

16) 비파괴시험 벤치의 이동과 동시에 감마선을 측정한다.

3) 반경방향 감마스캐닝 절차

(1) 장치를 가동하기 하루 전에 액체질소를 충전한다.

(2) 감마스캐닝 장치를 가동한다.

(3) 검출기의 바이어스 전압을 설정한다.

(4) 시편을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는다.

(5) 전감마스캐닝 조건에서 X, Y 방향으로 계수율이 가장 높이 양 지점의 중

앙값을 찾아 시편의 중앙 위치로 정한다.

(6) MCA 프로그램에서 Live mode를 선택하고 Dwell time을 설정한다.

(7) 중앙값에서 획득한 스펙트럼에서 각 핵종 감마선 피크의 LLD, ULD 값을

결정하고, ADC에 확인된 LLD, ULD값을 입력한다.

(8) 스테이지를 X+ 방향으로 연료봉 소결체의 반경보다 약 0.4 mm 가량 더

길게 이동시킨다.

(9) MCA 프로그램에서 MCS mode를 선택하고, Preset time과 채널을 설정한

다.

10) 스테이지는 Horizontal(X) 방향으로 측정간격을 설정한다.

11) 스테이지를 이동하면서 감마선을 측정한다.

12) 다음과 같은 핵종의 감마선 에너지 피크를 측정한다.

- Cs-137 662 keV

- Cs-134 605 keV

- Ru-106 512 keV

- Eu-154 723 keV

13) Cs-137 662 keV 감마선의 스캐닝 결과에서 반경방향 위치별로 스펙트럼

측정위치를 선정한다. 선정된 위치는 채널로 기록한다.

14) 측정위치로 스테이지를 이동시키고, 해당 위치에서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15) 위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선정된 위치에서 스펙트럼을 얻는다.

4) 측정에 필요한 연료봉 설계 데이터

제원 측정에 필요한 연료봉의 설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61 -

(1) 연료봉 직경

(2) 연료봉 길이

(3) 전체 소결체 영역의 길이(Active length)

(4) 핵연료 모델

(5) 연소도

(6) 연소이력

(7) 냉각기간

제 4 절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건전성 단위시험

1. 건전성 단위시험 항목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건식저장 중 발생할 수 있는 열화기구는 표 2-5에 정리

된 것과 같이 다양하다. 본 절에서는 이들 열화기구 중 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에

대한 장기 건식저장시 주요하게 작용하는 몇 가지 열화기구를 선정하여 분석하

였으며, 2 절에서 각각의 열화기구를 시험 평가했던 사례를 토대로 단위시험 장

비와 절차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표 2-5로부터 선정한 주요 열화기구는 아래와 같다.

￭ Creep & creep rupture

￭ Hydride Reorentation

￭ Hydride Reditribution

￭ Delayed Hyride Cracking (DHC)

￭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위 열거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건식저장 중 발생할 수 있는 피복관의 열화기

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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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Fuel Cladding

Initial
Extende

d
Initial

Extende

d

Normal

Oxidation N N

FGR Y N

Creep, Y N

DCCG N N

H2 reorientation Y N

DHC N N

SCC May be N

H2 embrittlement N Y

H2 migration Y N

Annealing Y N

Crud Spallation May be N

Off-Normal

Oxidation due to air ingress Y Y Y Y

Creep Y DE

Annealing Y DE

Accident-impact

Fracture DE DE

Oxidation DE DE

Impact Breach DE DE

Crud spallation DE DE

Accident-fire

Stress rupture Y Y

Annealing Y Y

H2 reorientation Y Y

표 2-5. Potentially active degradation mechanisms

출처: EPRI-1003416 (Technical Bases for Extended Dry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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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reep & creep rupture

상용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풀 용량의 제한으

로 인하여, 저장 풀 내의 사용후 핵연료의 일부는 장기저장을 위한 조건들이 만

족되기 전까지 발전소 부지 내의 중간 저장(interim storage)용 건식 용기

(dry-cask)로 이송되어야 한다. 원자로 내에서 꺼낸(discharge) 사용후 핵연료 집

합체를 구성하는 연료봉의 피복관에는 큰 원주방향 응력(hoop stress)이 작용한

다. 이 응력은 연료봉 제조 중에 주입되거나 붕괴에 의하여 생성되는 He과 연소

중 방출되는 핵분열생성가스(fission gas)에 의한 연료봉 내압의 증가 그리고 연

소 중 내부 가스 체적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때의 원주방향 응력은 70∼

120 MPa로 평가되며[36], 고온에서 내압으로 인하여 피복관에는 반경방향의 크

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건식 저장의 경우 최초 수십 시간 동안 피복관의 피크 온도는 400 ℃ 이

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열이 감소하고 피복관

의 피크 온도도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37]. 이와 같이 건식 저장 중 연료봉의 내

압 및 온도는 감소하지만, 피복관의 파단을 일으키는 변형기구로서 장기간 크립

(long term creep)이 고려되어야 한다[38].[39]

또한 고연소 핵연료봉의 경우는 냉각수 측에서의 부식(corrosion), 수소함유

(hydrogen uptake) 및 내압이 더 증가하므로 보다 쉽게 파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사손상량의 증가와 함께 피복관의 크립거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 피복관의 열적 크립(thermal creep)은 건식 저장기간

동안 연료봉의 건전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하여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40].[41][42][43]

이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열적 크립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조사 피복관

의 잔류 크립 연성을 나타내는 크립 변형율(creep strain)과 2단계 크립속도

(secondary creep-rate) 자료는 피복관의 장기저장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

모델의 필수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나. 수소화물 재배열(Hydride Reorientation)

원자로 운전 중 핵연료 피복관의 부식 생성물로 발생되는 수소는 피복관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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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침투하게 되며 주어진 온도조건에서 고용도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수소화물

로 석출되게 된다. 정상적으로 연소된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은 통상적으로 약 300

ppm 정도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피복관 금속 기지내에서 석출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핵연료 피복관 내 수소화물은 피복관의 연성, 파괴인성,

및 파단 강도와 같은 기계적 특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특히

피복관 연성의 저하는 수소화물의 방향, 농도 및 분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다. 이 중에서도 피복관 내 수소화물의 반경방향 배열은 원주방향 배열에 비해

기계적 건전성에 위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용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 피복관은 운전 중 발생되는

수소화물이 금속 기지 내에서 원주방향으로 분포하도록 제조단계에서 피복관의

texture control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상 연소되고 손상이 없는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금속 기지 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수소화물이 석출되어 있으며, 대부분 원

주방향의 수소화물이 존재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시 사용후핵연료가 처음 겪게 되는 vacuum dry 단

계에서 습식 저장조와 달리 냉각재가 없어짐에 따라 피복관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며, 이때 석출되어 있던 수소화물은 온도 증가와 함께 고용도도 증가하게 되어

수소원자의 형태로 금식기지 내에 고용되게 된다. 이후 건식저장 시스템 내에서

냉각 과정 중 고용도 한계를 초과하는 수소원자는 다시 석출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복관에 가해지고 있는 응력, 조직 상태, 냉각속도 등에 따라

석출되는 수소화물의 배열은 원주방향 내지는 반경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비조사된 지르코늄 합금의 경우, 수소화물이 재배열 되는데 필요한 원주방향

응력이 온도조건 300∼400℃에서 35∼140 MPa 정도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피

복관의 제조이력, basal pole texture control, 수소농도, 온도 등 여러 조건에 영

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NRC는 고연소 핵연료의 장기 건식저장 조건에서 수소화물의 재배

열 중요한 열화기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연소 연료의 경우 초기 사

용후핵연료 피복관이 이미 300 ppm 이상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장기 저장

시 붕괴열 감소로 피복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이유로 수소화물의 재배열로 인

한 열화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다. 수소화물 재분포(Hydrid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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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소화물의 재배열에서 언급했듯이,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금속 기지내 존

재하는 수소화물은 수소취성 때문에 피복관의 기계적 건전성 악화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가 습식 저장조에 저장되는 기간에 피복관에

석출되어 있는 수소화물은 주로 피복관 외곽에 분포하게 되며 수소화물의 불균

일한 분포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건식저장 중 예상되는 온도 영역에서 수소원

자의 확산속도 계수는 약 10-6∼10-7 cm2/s에 이르게 됨에 따라 수소원자 및 수

소화물의 분포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며, 이는 피복관 금속 기지

내 수소화물 분포를 균일하게 변화시켜 수소취성으로 인한 기계적 강도 저하를

발생하게 된다[44].

따라서 건식저장 온도 조건에서 수소화물 재분포가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충

격강도와 같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기법과 시험을

통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건식저장의 열적 요건을 제시한 문헌들이 보고되고 있

다.

라. 지연수소균열(Delayed Hydride Cracking, DHC)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중 지연수소균열 거동은

지연수소균열을 일으키기에 제한된 응력과 낮은 온도 조건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겨져 주목받지 않았다. 하지만,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피

복관과 소결체는 bonding을 허용하며 일부 PCI로 인한 피복관 내부표면의 결함

과 미세 크랙들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의 높은 수소농도

와 핵분열기체 방출량 증가로 인한 봉내압 증가 역시 지연수소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국내외 몇몇 연구자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45].[46]

마.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의 파손은 주로 소결체와 피복관의 상호작용(pellet-

cladding interaction, PCI)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7].[48] 또한 이러한

PCI 파손 형태는 일반적으로 피복관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균열은 피복관 내면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평

면 상에 발생하며, 이는 출력증강(power ramp) 동안 소결체의 열적 팽창에 의하

여 피복관에 부가된 원환응력(hoop stress)및 변형율에 의한 기계적 하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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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소결체로부터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다[49].

원자로 가동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핵분열생성물 중 요오드(I, iodine), 카드뮴

(Cd, cadmium) 및 세슘(Cs, cesium)은 Zircaloy의 응력부식균열과 관련된 인자로

알려져 왔으며, 이들 중 요오드와 카드뮴은 PCI-SCC 피복관 파단을 일으키는

주된 화학물질로서 주목을 받는 인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운전 조건 하에서 연소도가 증가하면 소결체와 피복관의

접촉 응력이 증가하고 핵분열에 의한 요오드의 농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

므로 요오드 응력부식균열(iodine stress corrosion cracking, ISCC)의 발생 가능

성이 증가한다. ISCC에 의한 피복관 파단은 다음의 네 가지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균열 발생

국부적인 균열 성장(입계)

입내 균열성장

소성파괴와 연성 찢어짐에 의한 피복관의 최종 파단

부식환경에 노출된 시편에서 균열의 성장 조건은 시편에 작용하는 인장응력보

다는 균열선단의 탄성응력장 크기를 나타내는 응력확대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K)에 의하여 결정되며, 균열선단에서의 K 값이 임계 값인 KISCC에 도달

하면 균열이 진전한다[50].[51][52] 그러므로 사용후 핵연료 피복관의 응력부식균열

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표면결함을 가진 피복관 시편에 요

오드를 주입하고 내압시험을 수행하여 파단시간과 원환응력(hoop stress)의 관계,

응력부식균열 파단에 대한 임계 원환응력, 파단변형율 그리고 요오드에 의한 응

력부식균열성장속도 및 균열성장에 대한 임계 값인 KISCC도 결정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원자로 가동 중 발생한 핵분열생성물들이 연로봉의 내면

에 침착되어 응력부식 파단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

나 건식 저장조건 하에서 핵분열생성물과 응력부식 파단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핵분열생성물인 대부분의 요오드 동위원소들은 반감

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봉을 저장풀(storage pool) 내에서 5년 동

안 저장한 후 남아있는 동위원소는 I-129와 I-127이다. 그러나 핵분열 시 이들의

생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카드뮴은 연료봉 내에서 원소형태로 존재하지만, 이

것 또한 핵분열 시 생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약 0.05%). 세슘은 5년 냉각기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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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연료봉 내에 상당량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자로 운전 동안 세슘은

요오드화합물(CsI) 또는 산화물(Cs2O)로서 봉 내에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안정한

우라늄 화합물(Cs2UO4)의 형태로 형성된다. 현재 건식 저장조건 하에서 응력부식

균열(SCC)과 관련될 수 있는 이들 원소 또는 화합물의 양 또는 화학작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건식 저장 동안 연료로부터 추가적으로 발

생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무시할 정도라고 믿어진다. 또한 건식 저장 동안 피

복관에 작용하는 응력조건은 원자로 노내 조건에 비하여 응력부식균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낮으며, 그 이유는 연료 온도와 소결체-피복관 접촉압력이 훨씬 낮

기 때문이다. EPRI 보고서[53]에 의하면, 피복관의 웅력부식균열 파단에 대한 임

계 원환응력(hoop stress)은 약 150∼200 MPa이지만, 이 값은 건식 저장조건 하

에서 사용후 핵연료봉의 원환응력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값이다. 위와 같은 건

식 저장조건을 고려하면, 저장 중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사용후 연료봉의 파단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가정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봉에서 응력

부식균열에 의한 파단 가능성은 생산 중 발생한 결함 또는 사용 중 발생한 표면

균열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함 또는 균열이 응력부식균열 수명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균열선단의 응력확대계수(K)와 임계값인

KSCC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균열진전속도 및 파손수명을 계산할 수 있

다. 그러나 건식 저장동안 연료의 온도가 낮고 소결체와 피복관의 접촉 압력이

낮으며 추가적인 핵분열생성물의 발생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새로운 응력부식균

열의 발생 또는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이미 존재하는 결함의 진전은 기대되지 않

는다.

이상과 같은 EPRI 보고서의 연구결과에서 언급한 가정에 의하면 건식저장 중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연료봉의 파손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아직까지 응력

부식균열에 미치는 화학적 환경, KSCC 자료 및 초기 결함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결과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건식 저장 중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연료봉의

파단거동을 명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하다.

2. 건정성 단위시험 장비 및 절차 분석

가. Creep & creep ru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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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방법

사용후 핵연료 피복관의 열적 크립거등은 조사 피복관 절편을 준비하고 피복

관 내부에 일정한 압력을 가한 상태로 가열하여 시간에 따른 피복관의 반경방향

변형량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을 위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다양한 시험방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들 방법에서 피복관 내부에 압력을 가하

기 위한 매체로서 고순도 아르곤 가스[54][55][56][57] 또는 실리콘 오일을 주로 사용

한다. 시험기 본체에 한쪽 끝을 밀봉한 조사 피복관을 가스압(고순도 헬륨, 아르

곤, 그림 2-16) 또는 유압(그림 2-17)을 사용하여 원하는 압력까지 가압한 후 시

편을 가열하면서 LVDT 등으로 주기적으로 정해진 위치에서의 반경방향 변형율

을 측정하거나 시편 크립파단 후 파단부의 직경을 측정하여 파단 변형량을 측정

한다. 이 방법은 피복관 내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펌프를 시험 도중 계속하여

운전하므로 시편이 파단에 이를 때까지 항상 일정한 내압을 유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는 반면, 그림 2-16 및 2-17와 같이 장비의 구성이 복잡하여 전체 장비

의 크기가 대형화되므로 조사시편을 취급하는 핫셀의 설치공간에 대한 제약조건

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제작 가격도 비싸 비경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내압이 가해진 상태에서 피복관의 조사 크립(irradiation creep)거동을 평

가하기 위하여 조사 피복관 시편의 한쪽 끝을 튜브 피팅(tube fitting)으로 밀봉

하고, 다른 쪽 끝에는 가압용 가스(고순도 헬륨, 아르곤)를 주입할 수 있는 니들

밸브(needle valve)를 가진 튜브 피팅을 고정한 후 밸브를 통하여 원하는 내압을

충진한 상태로 로심(in-reactor) 속에 넣고 정해진 조사량까지 조사시험을 수행한

후 시편을 꺼내어 반경방향 변형율을 측정한다[58][59]. 이 방법은 내압을 작용시키

기 위한 가압 장비가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며, 시험 후 시편의 변형량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복관의 팽창으로

내부 체적이 증가하여 내압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내압의 감소량은 무

시할 정도로 작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상과 같은 크립변형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하고, 핫셀 내에서 시편 조립 또는 장착의 용이성, 유지보수성 및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시험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면, 조사 피복관에 일정한 내압을 가

한 후 로 내에서 가열하면서 피복관의 열적크립거동을 평가하는 방법이 적합하

다고 판단된다(그림 2-18 및 그림 2-19[60]). 이때 시험 중 반경방향 크립 변형량

은 정해진 주기로 피복관 시편을 로에서 꺼내어 냉각시킨 후 반경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제2단계 크립 속도 그리고 파단 후 파단부의 직경을 측정하여 크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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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연료봉의 장기 건식저장 거등

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 미리 가압(아르곤 가스)된 조사 피복관 시편을

로(furnace) 내에서 가열하면서 반경방향 크립 변형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선정하

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간 크립시험 중 시편이 반경방향으로 팽창하

면서 내부 체적도 증가하므로 초기 내압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내압의

감소량은 초기 압력의 3% 이내임이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시편 내부 압력을 일

정하게 유지하는 시험의 경우 피복관의 직경이 증가하고 벽 두께가 얇아지므로

피복관 응력(hoop stress)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증가량은 1% 변형율에

서 약 2.4%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편 내부 체적 증가에 따른

내압 변화는 무시한다.

그림 2-16. 가스압 크립시험장비

    

그림 2-17. 유압 크립시험장비

그림 2-18. 내부 가압장비

    
그림 2-19. 크립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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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조건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조건을 고려하면, 조사 및 용기 저장조건에 따라 저

장 초기에 최대 피복관 응력은 100∼120 MPa 그리고 온도는 초기 400 ℃로부터

수십년에 걸쳐 200 ℃까지 감소한다[61]. 이는 피복관이 주로 낮은 수소화물 재배

열(low hydride reorientation) 영역(<100 MPa) 그리고 연성-취성 천이온도 이상

(>200 ℃)에서 운전됨을 의미한다[62].

조사 피복관의 열적 크립자료를 얻기 위한 시험조건은 온도 및 피복관 원환응

력이다. Tsai 등은 건식 저장 중 사용후 연료봉의 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소

도가 36 GWd/MTU인 조사 Zircaloy-4 피복관(외경=10.72 mm, 내경=9.48 mm,

시편 길이=76 mm)에 대한 열적 크립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온도는 360∼400 ℃

그리고 피복관 응력은 160∼250 MPa 그리고 67 MWd/MTU Zircaloy-4 피복관

(외경=10.77 mm, 내경=9.25 mm, 시편 길이=76 mm)에 대해서는 온도는 380∼

400 ℃ 그리고 피복관 응력은 190∼220 MPa(아르곤 가스)로 결정하였다. Limon

등은 사용후 연료봉의 이송 및 중간 저장 중 내압에 의한 크립 파단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기 위하여 비조사 및 조사(2.2.×1025 n/m2) CWSR

Zircaloy-4 피복관(외경=9.5 mm, 내경=8.36 mm)을 대상으로 온도는 350∼470

℃, 피복관 응력은 100∼550 MPa의 조건으로 크립시험을 행하였다. Goll 등은

건식 저장 조건 하에서 고연소 연료봉 피복관(외경=10.75 mm, 내경=9.29 mm,

시편 길이=150 mm)의 단기간 크립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Zircaloy-4 피복

관(54와 64 MWd/kg U)에 대한 크립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 조건은 370 ℃에

서 피복관 응력=400∼430 MPa 그리고 300 ℃에서 피복관 응력=600 MPa(실리콘

오일)이었다. Cappelaere 등은 중간저장 동안 크립거동에 미치는 고온에서의 온

도 천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47200±500 MWdtU) CWSR Zircaloy-4 피

복관(외경=9.5 mm, 내경=8,36 mm, 시편 길이=68, 120 mm)을 대상으로 온도는

초기 470 ℃ → 320 또는 400 ℃ 변화시키고, 피복관 응력=80∼250 MPa(아르곤

가스)의 조건으로 크립시험을 행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연구실에서의 열적

크립시험 결과를 토대로 비조사 또는 조사 피복관의 열적 크립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가혹한 온도 및 응력 조건을 설정하였고,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짧은 크립

파단 수명에 대한 크립 변형율(creep strain)과 2단계 크립속도(secondary

creep-rate) 자료를 얻었다.

한편 미국 EPRI애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식저장 조건 하(250∼400 ℃,

발생한 핵분열성성물 중 30%가 봉 내부로 방출된다고 가정)에서 사용후 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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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의 수명 말 내압(연소도=40,000 MWD/MTU) 측정 값은 1.7∼3.8 MPa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350∼400 ℃, 피복관 원환응력=160∼250 MPa(내

압=20∼32 MPa)의 시험조건 선정하여 실험실 시험을 수행한 후 이 자료를 기초

로 장기 중간저장 동안 조사 피복관의 열적 크립거동을 평가한다. 또한 열적 크

립시험용 조사 피복관 시편은 ASTM E453[63]의 튜브형 크립시편에 대한 "총 길

이(L)>10×외경(D)"의 설계조건을 만족하도록 총 길이를 120 mm로 한다.

3) 장비요건

사용후 피복관에 대한 열적 크립시험을 위한 장비는 시험 중 피복관 내부의

압력 및 시험 온도를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피복

관의 내압은 아르곤 가스를 매체로 가해지며, 가스부스터(gas booster)를 통하여

압축된 가스를 시편 내부로 보낸다. 자동제어방식의 압력제어기를 사용하여 피복

관 내부의 안정 압력이 목표 압력의 ±0.2 % 이내로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시편

온도제어장치는 시편의 온도를 시험온도에 대하여 ±1 ℃ 이내로 제어하도록 하

며, 3영역(three zone) 온도 제어를 위하여 상/하 피팅(fitting)과 시편 중앙 부근

에 총 3개의 열전대를 설치한다. 시험 중 시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열

전에 시편 내부의 공기를 진공펌프로 제거한 후 로 내부로 아르곤 가스를 연속

적으로 흘린다. 또한 그림 2-20와 같이 내부 플러그(plug)가 삽입된 조사 피복관

의 상/하단에 설치될 피팅을 고정하기 위하여 최대 500 Nm 용량의 공압 토크렌

치가 부착된 피팅체결장비를 개발한다. 체결 시의 토크는 레귤레이터를 설치하여

±5 % 이내로 제어한다.

그림 2-20. 내압 부가시편

조사 피복관 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소결체 제거장비(그림 2-21)를 개발하여

야 한다. 소결체 제거장비는 해머기능을 가진 상용 드릴의 척(chuck)에 조사 피

복관 절편을 고정하여 회전시키고, 이를 장비 아래에 고정한 드릴 날(drill bit)

쪽으로 내리면서 피복관 내부의 소결체를 제거한다. 이때 사용하는 드릴 날의 직

경은 피복관 내경보다 약 1 mm 정도 작게 선정하며, 작업 중 시편 내벽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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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거나 시편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상과 같이 기계적인 소

결체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피복관 절편 내에 남아있는 소결체를 제거하기 위하

여 질산을 사용한 화학적인 방법으로 소결체를 녹인다. 이후 조사 피복관을 알코

올과 물 등으로 세척하여 시편을 준비한다. 소결체 제거장비는 총 길이 120 mm

의 시편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대 150 mm의 조사 피복관 절편 내의 소결체를 제

거할 수 있어야 하며, 소결체의 상태에 따라 회전속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 소결체 제거작업 중 소결체 가루의 핫셀 내 비산을 막기 위하여 피복관 하

부에 아크릴 콘테이너를 장착한다.

그림 2-21. 소결체 

제거장비

크립 시험 중 시편의 반경방향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열적 크립시험 방법에서는 내압이 가해진 피복관 시편을

로(furnace) 내부에서 가열하며,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시편을 꺼내어 상온까지 냉

각 시킨 후 시편 총길이를 3∼5등분한 위치에서 직경의 변화를 측정하여 크립변

형량을 측정한다. 이 때 직경은 LVDT[64][65] 또는 마이크로미터[66]를 사용한 접

촉식 측정법과 레이저 익스텐소미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사용한 비접촉식

측정법으로 측정한다. 이들 중 사용이 간편한 마이크로미터(resolution=0.01 mm)

를 사용하여 피복관의 직경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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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절차

조사 피복관의 열적 크립 특성자료를 얻기 위한 크립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핵연료봉 내부의 소결체를 제거한 피복관 시편을 준비한다. 준비된

시편의 상단은 튜브 피팅으로 밀봉하고, 하단은 아르곤 가스를 주입할 니들

밸브가 장착된 튜브피팅으로 밀폐한다.

(2) 니들밸브를 통하여 압축된 아르곤 가스를 시편 내로 주입하여 원하는 시험

압력(±0.2 % 이내)을 맞춘다. 내압을 가한 후 하단의 니들밸브 부위를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내압이 가해진 시편을 로(furnace) 내부에 설치한다.

(4) 3영역 로를 사용하여 시편 온도를 시험온도(±2 ℃ 이내)까지 가열한 후 시

험온도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 시험온도가 안정되면 이때부터 시험시간을 측정한다.

(6) 정해진 주기로 시편을 꺼내고 상온까지 냉각한 후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

여 시편 직경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7) 시편이 파열될 때까지 시험을 계속하며, 파열된 시편은 꺼내어 상온까지

냉각하고 파열 시의 직경 변화량을 측정한다.

(8) 새로운 시편을 준비하고, ①∼⑦의 절차를 반복한다.

나. 수소화물 재배열(Hydride reorientation)

1) 시험방법

지르코늄 피복관 내 수소화물의 재배열 거동은 원주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피복관 시편에 일정한 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주기적인 thermal cycling을 가함으

로써 반경반향의 수소화물을 형성시키고 이때의 기계적 특성 변화를 측정함으로

써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을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

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피복관 링 시편에 응력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시

험 방법을 기술하였다.

먼저 링 시편 내부 표면에 균일하게 일정한 응력을 가하기 위해 그림 2-22와

같이 constant differential pressure control system이 제안되었다[67]. 이 방식은

피복관 외부 표면의 산화방지를 위해 헬륨기체로 autoclave 내부가 채워지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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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관 링 시편 내부는 상온의 물을 채우고 압력조절장치를 통해 피복관 내부에

일정한 원환응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림 2-23과 같이 링 시편 내부에 반원통형 막대를 삽입하고 상하로 인장력을

가하여 피복관에 원환응력을 주는 방식도 제안되었다[68]. 이 방식은 장치의 구성

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피복관 내부 표면 전체에 균일한 원환응력을 줄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림 2-22. constant differential pressure 

control system

그림 2-23. tensile testing sample and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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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조건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저장 조건을 고려하면, 저장 초기에 최대 피복관 응력은

100∼120 MPa 그리고 온도는 초기 400 ℃로부터 수십년에 걸쳐 200 ℃까지 감

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Chu 등은 수소농도 130∼600 ppm 장입시킨 지르칼로이-4 시편을 대상으로 원

환응력 160 MPa이 가해진 조건에서 170∼400℃ 온도 범위에서 thermal cycling

을 실시하였다. 수소농도에 따른 수소화물 재배열과 그에 따른 인장시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또한 thermal cycling 횟수를 변수로 하여 수소화물 재배열을 평

가하였다.

Hong 등은 지르칼로이-4 시편을 대상으로 약 220 ppm 정도 장입시킨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100∼400℃ 온도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thermal cycling을

실시하였다. 지르칼로이 항복응력의 67.5%에 해당하는 응력을 유지하며 시험은

수행되었다.

3) 장비요건

피복관 내 수소화물 재배열 거동 평가 시험을 위한 장비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피복관 시편에 수소화물을 장입시킬 수 있는 장비가 요구

된다. 시험에 요구되는 목표 수소함량을 충진시키고 수소화물을 형성시킬 수 있

는 장비로 gaseous charging 방식과 cathodic charging 방식이 있다. 또한 이렇

게 충진시킨 수소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장비가 반드시 필

요하다. 둘째, 수소화 시편을 대상으로 시편에 일정한 응력을 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응력제어 장치가 요구된다. 셋째, 건식저장 중 발생할 수 있는 thermal

cycling을 모사할 수 있는 온도제어 장치가 요구되며 최소 1℃/min 제어가 가능

한 수준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인장시험을 위한 미세시편 가공 장비 및

기술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 수소화물 재분포(Hydride redistribution)

1) 시험방법

지르코늄 피복관 내 수소화물의 재분포 거동은 피복관 내부에 형성된 수소화

물이 불균일하게 분포한 시편과 균일하게 분포한 시편을 제작하고 이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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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충격강도 시험과 같은 기계적 특성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금속 내부의 위치에 따라 불균일한 분포를 갖는 수소화

물 시편을 제작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Sugisaki 등은 약 520℃에서

gaseous charging 방식으로 지르칼로이 시편에 수소를 균일하게 장입하고 그림

2-24, 2-25와 같은 장치를 도입하여 시편 내부의 위치에 따라 불균일한 수소화

물을 갖는 시편을 제작하였다.

그림 2-24. Apparatus for heat 

treatment for thermomigration

그림 2-25. Schematic description of thermal 

gradient imposed to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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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편 상하에 온도 구배를 형성시켜 온도 구배

에 따른 수소원자의 확산을 통해서 시편 내 위치에 따라 수소화물 함량이 다른

시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얻어진 시편에 충격강도 시험을 위한 notch를 만

들고 충격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2) 시험조건

Sugisaki 등은 지르칼로이-2를 대상으로 10×5×50 mm bar 시편을 제작하고

초기 400 ppm의 수소를 균일하게 장입시킨 시편을 대상으로 thermo-migration

장비를 이용하여 비균질 수소화물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 내 위치에 따라 수소

농도가 각기 다른 시편을 대상으로 온도범위 상온∼250℃에서 충격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라.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1) 시험방법

사용후 핵연료 피복관의 요오드 응력부식균열 거동은 조사 피복관으로부터 관

내부에 작은 표면결함을 가공하거나 하지 않은 시편은 준비하고, 일정한 압력 및

요오드를 주입한 시편을 가열함으로서 피복관의 요오드 응력부식균열(ISCC)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높은

가스 압(고순도 헬륨 또는 아르곤 가스)을 발생시키고, 이를 피복관 내부에 요오

드와 함께 주입하고 가열하는 응력부식균열시험장비를 개발하였다. 응력부식균열

시험 방법은 피복관의 열적 크립시험장비와 마찬가지로 첫째, 시험 중 내압을 연

속적으로 제어 및 공급하면서 가열하는 방법(그림 2-26)[69] 그리고 둘째, 일정한

내압을 가한 후 로 내부에서 가열하는 방법(그림 2-27, 그림 2-28)으로 대별된

다. 위의 각 방법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인 사용후 핵연료

봉에 대한 장기 건식저장 동안의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 방법에서는 일정한 내압 및 요오드를 주입

한 조사 피복관 시편을 로 내에서 가열하여 파단수명, 파단 변형율 및 응력부식

균열성장 자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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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가스압 요오드 

응력부식균열시험장비

     

그림 2-27. 내부 가압장비

  

그림 2-28. 가열시험장비

2) 시험조건

조사 피복관의 요오드 응력부식 자료를 얻기 위한 시험조건은 요오드 농도, 온

도 및 피복관 원환응력이다. Jones 등은 비조사 Zircaloy-4 피복관으로부터 내부

결함이 있거나 없는 두 종류의 시편(총 길이=130 mm)을 준비하고, 시편 내부에

요오드(60 mg/m2)와 헬륨가스를 주입하고 온도는 원자로 내 사용온도인 360

℃, 피복관 응력은 내부 결함이 있는 경우 200∼450 MPa 그리고 내부 결함이 없

는 경우는 300∼450 MPa의 조건으로 내압시험을 수행하여, 두 종류 시편에 대하

여 응력부식균열 파단이 발생하는 임계 원환응력(약 295 MPa)을 결정하였다.

Brunisholz 등은 비조사 Zircaloy-4 피복관으로부터 내부 결함이 있거나 없는 두

종류의 시편(총 길이=130 mm)을 준비하고 피로균열을 삽입한 후, 시편 내부에

요오드(1.5 mg/cm2)와 헬륨가스를 주입하고 온도는 원자로 내 사용온도인 350

℃, 피복관 응력은 100∼600 MPa의 조건으로 내압시험을 수행하여, 원환응력-파

단수명 곡선 및 응력부식균열 성장 개시 조건인 임계 응력확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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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C=3.4±0.2 MPa m1/2)를 산출하였다. 류 등은 비조사 Zircaloy-4 피복관

시편(외경=13.08 mm, 내경=12.24 mm, 시편 길이=100 mm)에 대하여 온도=330∼

400 ℃, 원환응력=475 MPa의 조건에 요오드(0∼4 mg/cm2) 량에 따른 파단수명,

파단 변형율 및 균열진전속도 자료를 얻었다. 또한 박 등[70]은 비조사 Zircaloy-4

피복관 시편(외경=9.5 mm, 내경=8,36 mm, 시편 길이=130 mm)에 대하여 시편

내부에 피로하중에 의한 균열을 삽입하였고, 시편 내부에는 요오드(1 mg/cm2)와

헬륨가스를 주입하고 온도는 350 ℃의 조건으로 응력부식균열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응력확대계수-응력부식균열진전속도 곡선을 산출하였으며, 균열성장 개

시에 상당하는 임계 응력확대계수(KISCC=3.3 MPa m1/2)를 얻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요오드 응력부식균열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내부 결함이 있거나 없는 시편에 대하여 온도=330~400 ℃, 피복관

원환응력=200∼450 MPa(내압=25∼57 MPa), 요오드(0∼4 mg/cm2) 량의 시험조

건을 선정하였다. 또한 요오드 응력부식균열 시험용 조사 피복관 시편은 ASTM

453의 기준에 의거하여 총 길이를 120 mm로 한다.

3) 장비요건

사용후 피복관에 대한 응력부식균열시험을 위한 장비는 시험 중 피복관 시편

내부의 압력 및 시편 온도를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가압장비는 고순도 헬륨 또는 아르곤을 가스부스터를 사용하여 약 100MPa까지

가압한 후 튜브 피팅으로 밀봉된 시편 하단의 니들밸브를 통하여 시편 내부로

주입한다. 또한 일정량의 요오드를 유리 앰플을 사용하여 시편 내부로 주입한다.

시편의 내압이 목표 압력의 ±2% 이내로 유지되면 가압장치로부터 분리한다. 분

리된 시편은 시편 온도제어장치(±1 ℃ 이내로 제어)의 로 중앙부에 장착한 후

원하는 시험온도까지 가열된다. 이때 시험 중 시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

열 전에 시편 내부의 공기를 진공펌프로 제거한 후 로 내부로 아르곤 가스를 연

속적으로 흘린다. 또한 조사 피복관 시편 상/하단을 밀봉하기 위한 튜브 피팅은

공압 토크렌치를 설치한 체결장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조사후 연료봉으로부터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편 내부의 소결체를 제거

해야 한다. 이 작업은 열적 크립시험을 위하여 제작한 소결체제거장치를 공동 활

용한다. 최대 150 mm의 피복관 절편을 연료봉으로부터 채취하고, 소결체를 제거

한다.

응력부식균열시험 중 시편의 직경변화량은 시험 중 일정한 주기로 시편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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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꺼낸 후 상온까지 냉각시키고 마이크로비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피복관 벽면에서의 균열진전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복관 시편 내부의 임의

의 위치에 작은 피로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Jones 등은 시편

내부에 그림 2-29와 같은 작은 결함을 기계 가공한 시편을 사용하여 응력부식균

열시험을 행하였으며, 이들은 피로하중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예비균열삽입은

하지 않았다. 한편 Brunisholz 등과 박 등은 피복관 시편의 외벽에 압축하중을

가하여 내부에 피로균열을 발생시키는 장비(그림 2-30, 2-31)를 개발하여 시험에

활용하였다. 이 장비는 피복관 외경에 맞는 하부 지지대(ⓐ)를 제작하고, 이 위에

시편(ⓑ)을 장착한 후 시편 위쪽에 놓여진 판(ⓒ) 위에 압축하중(F)을 가하는 것

이다. 이때 시편에서의 최대 인장응력은 위쪽 가중부의 내부 벽면에 작용되며,

피로하중을 가하면 이곳을 기점으로 길이방향 균열이 성장한다. 균열길이는 와전

류시험장비(eddy current tes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초기 균

열길이측정을 위하여 시험을 완료한 후 광학 공구현미경(accuracy=0.01 mm)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험 후 균열진전속도를 산출하기 위한 파면 상의 균열길이도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2-29. 기계 가공한 결함형상

그림 2-30. 피로균열삽입장치
     

그림 2-31. 피로균열삽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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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절차

조사 피복관의 응력부식균열 특성자료를 얻기 위한 시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핵연료봉 내부의 소결체를 제거한 피복관 시편을 준비한다. 준비된

시편의 상단은 튜브 피팅으로 밀봉하고, 하단은 아르곤 또는 헬륨가스를 주

입할 니들밸브가 장착된 튜브피팅으로 밀폐한다.

(2) 니들밸브를 통하여 압축된 아르곤 또는 헬륨가스를 시편 내로 주입하여 원

하는 시험 압력(±0.2 % 이내)을 맞춘다. 내압을 가한 후 하단의 니들밸브

부위를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내압이 가해진 시편을 로(furnace) 내부에 설치한다.

(4) 3영역 로를 사용하여 시편 온도를 시험온도(±2 ℃ 이내)까지 가열한 후 시

험온도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 시험온도가 안정되면 이때부터 시험시간을 측정한다.

(6) 정해진 주기로 시편을 꺼내고 상온까지 냉각한 후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

여 시편 직경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7) 시편이 파열될 때까지 시험을 계속하며, 파열된 시편은 꺼내어 상온까지

냉각하고 파단 시의 직경 변화량을 측정한다.

(8) 피로균열이 삽입된 시편의 경우는 파단 후 파면 상의 초기 및 최종 균열길

이를 광학 공구현미경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9) 새로운 시편을 준비하고, ①∼⑧의 절차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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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저장 구조재료의 장기거동 특성평가

제 1 절 저장 구조재료/부품 기술현황 분석

1. 건식저장 시스템 현황

 건식저장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말 미국에서 사용

후핵연료 건식저장 기준이 마련되어 상용저장을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연구방향

이 저장에서 처리로 결정된 후 건식저장에 대한 연구는 기초기반연구 수준으로

만 진행되어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중수로 사용후핵

연료는 국내에서도 가동경험이 있으며, 습식과 병행하여 건식저장 방식중의 하나

인 콘크리트 사일로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다. 또한 한정된 부지내에 효율적인 이

용을 위해 최적조밀 건식저장 시설인 MACSTOR/KN-400 모듈을 월성 원전에 적

용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저장기술은 상술한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행

되지 않았지만 2002년부터 건식저장시설 설계에 필요한 관련 요소 기술을 종합

적으로 연계하여 개발 및 실용화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경험은 있다. 또

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송을 위한 수송용기는 4다발을 수용할 수 있는 

KSC-4, 12다발용 KN-12, 18다발용 KN-18 등을 개발하여 인허가를 획득한 경험

이 있다. 그러나 수송용기 개발은 국외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한 것으로 핵심 설

계분야는 현재까지도 국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재 상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국외 건식저장 시스템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 비교하고 국내 환경에 적용이 용이한 건식저장 시스템을 분

류하고자 한다.

2. 시스템별 특징 요약

가. NUHOMS® System

(1) 제작사: VECTRA Technologies, Inc. (미국)

(2) 형상개요

Stainless steel의 Dry Shielded Canister (DSC)에 핵연료집합체를 담고 이를 통

기가 되는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인 Horizontal Storage Module (HSM)에 저장하

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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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는 내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rack과 같은 형태의 basket assembly를 

갖고 있으며 누설방지 및 핵연료봉 피복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활성 기체를 

충진한 압력경계를 형성함

DSC 수송을 위한 시스템 및 취급을 위한 보조 시스템이 필요함

(3) 설계특성

용량: DSC 당 24 개의 경수로핵연료집합체 수용

Basket

- DSC의 핵심부품

- 핵연료의 지지격자 위치마다 원형 판 구조물을 구성하고 이를 축방향으로 고

정하기 위한 support rod를 배치함

- 핵연료집합체 상호 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guide sleeve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rack과 같은 형상) 이는 중성자 흡수, 임계도 제어 및 핵

연료 삽입 시의 안내 기능을 담당함

열 제거

- 하나의 DSC는 핵연료 사용종료 후 5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냉각된 24 개의 경수로핵연료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도

록 인허가되었으며 이는 DSC 당 총 붕괴열이 24 kW 또는 그 이하의 값에 해당

됨

방사선 차폐

- DSC 상하단에 Steel로 된 shield plug가 있으며 내면 둘레에 gamma shield

를 설치하여 방사선을 차폐하고 있으며 사용현장의 허용 방사선준위 아래로 제

어할 수 있도록 각 부품의 치수를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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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NUHOMS® Cask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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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entilated Storage Cask (VSC)

(1) 제작사: SIERRA Nuclear Corporation (미국)

(2) 형상개요

콘크리트 Cask 내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용하는 Steel로 된 

multi-assembly sealed basket (MSB)를 갖고 있는 구조

설계수명은 50 년이나 설계 및 해석의 보수성으로 인해 수명연장 가능성이 큼

(3) 설계특성

용량: Cask 당 24 개의 경수로핵연료집합체 수용

Basket

- Outer shell assembly, shielding lid, structural lid, fuel basket assembly로 

구성

- Outer shell assembly는 SA-516 Gr 70의 pressure vessel 재료로 제작된 지

름 1587.5 mm, 벽두께 25.4 mm, 길이 약 4318 mm의 원통형 용기로서 이에 용

접된 하부 판의 두께는 19.05 mm임

- Shell의 내외면에 coating이 되었으며, 그 두께는 50 년 이상 해변 및 수중 

조건에서도 내식성이 보장되도록 결정되었음

- Shielding lid는 63.5 및 127 mm 두께의 강판 사이에 50.8 mm 두께의 

RX-277 중성자 차폐재를 넣은 샌드위치 구조임

- Structural lid는 76.2 mm 두께의 강판 disk임

- Fuel basket은 SA-516 Gr 70 재질의 사각튜브로 제작하며, 내부의 핵연료와 

접촉하는 면은 coating되어 있음

열 제거

- basket 벽면에 전달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cask에 형성된 통기구를 

통해 자연대류 방식으로 냉각하는 방식

방사선 차폐

- 아래의 조건에서 cask 측면 및 상면(통기구 포함)에서 각각 15 및 30 

mRem/hr 이하의 평균 피폭선량율이 되어야 함

  * burnup: 35 GWD/MTHM

  * initial fuel loading: 0.467 MTHM/assembly

  * initial enrichment: 3.2 wt.% U-235

  * cooling time: 5 yrs

- 차폐재로서 RX-277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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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Ventilated Storage Cask (VS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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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I-STAR (Holtec International Storage, Transport and Repository) 

System

(1) 제작사: Holtec International (미국)

(2) 형상개요

Multiple assembly sealed canister와 metal cask 또는 콘크리트 cask로 구성되

는 구조

HI-STAR 100 (대용량, 120톤) 및 HI-STAR 60 (소용량, 60톤)의 두 가지 설계가 

있음

(3) 설계특성(HI-STAR 100 기준)

용량: Cask 당 24 개(4.2% 농축도) 또는 32 개(1.9% 농축도)의 경수로핵연료집

합체 수용

Basket

- 핵연료집합체 한 다발을 수용할 수 있는 stainless steel의 box 구조물의 집합

으로 구성되며(여기서는 이를 canister라 하고 있으며, 이 canister를 둘러싸고 있

는 cask를 overpack이라 함) 각 box는 중성자 흡수체로 도포되어 있음

- Canister의 외경은 1739.9 mm이며 높이는 4756.15 mm임

- Canister의 상면에는 두 개의 closure lid가 있으며 안쪽의 lid는 상대적으로 

두꺼우며 vent와 drain hole이 가공되어 있어 공기와 습기의 통기를 가능케 함

열 제거

- Canister 당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 최소 5 년이 경과한 핵연료집합체로부터

의 붕괴열(최대 36.5 kW)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방사선 차폐

- Canister 당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 최소 5 년이 경과한 핵연료집합체로부터

의 붕괴열(최대 36.5 kW)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 Overpack에 중성자 감쇠를 위한 Holtite-NTM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강판의 

두께로 방사선을 차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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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HI-STAR 100 s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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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AC International S/T Storage Casks

(1) 제작사: NAC International (미국)

(2) 형상개요

NSC-S/T, NSC-C28 S/T, NSC-C128 S/T의 세 가지 design이 있으며 Cask 내부

에 Fuel basket이 있는 일반적인 구조임

(3) 설계특성

용량:

- NSC-S/T는 Steel/Lead/Steel cask body와 NS4FR이라는 중성자 차폐물질을 

사용하며 26 개의 U-235 농축도 3.3%까지의 경수로핵연료집합체를 수용함

- NSC-C28 S/T는 NSC-S/T에 비해 중량이 커 cask 인양장치 등이 다른 점을 

제외하고는 NSC-S/T와 동일하다. NSC-C28 S/T의 중량증가는 cask 내에 총 28 

개의 canister가 있고 각 canister에는 2 개의 경수로핵연료집합체에서 인출한 연

료봉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이다(즉 56 개의 핵연료집합체 연료봉을 하나의 

canister에 수용함).

- NSC-C128 S/T도 중량증가에 따른 인양장치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NSC-S/T 

cask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basket은 28 개의 건전한 경수로핵연료집

합체를 수용할 수 있는 basket을 채용하고 있다.

Basket

- Fuel basket을 수용하는 cask body는 원통형상으로 type 304, type XM-19, 

type 630, 17-4 PH stainless steel 및 SA-705의 재질로 제작된다. 중성자 방사선 

차폐물질로는 NS4FR을 이용함

- Fuel basket은 사각 튜브를 집합하여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17-4 PH 

stainless steel의 support disk를 사용함

- Basket의 방열을 위해 Al 6061-T6의 fin을 설치함

열 제거

- 26 개의 경수로핵연료집합체를 40 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핵연료의 붕괴열은 핵연료집합체로부터 cask 외주면까지 자연 전도, 

대류 및 복사 열전달에 의한 방열을 하도록 되어 있음

방사선 차폐

- Shell에서의 gamma선 차폐의 일차단계는 stainless steel로 되어 있는 38.1 

mm 두께의 내부 shell과 67.31 mm 두께의 외부 shell 및 이 두 shell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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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두께 93.98 mm의 납판과 6 mm 두께의 중성자 차폐 shell임

- Shell의 아래 위에서는 방사선 차폐를 위해 lid 등의 단면을 

steel/NF4FR/steel의 적층구조로 하고 있음

그림 3-4. NAC Cask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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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NAC-STC Baske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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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ransnuclear's Metal Spent Fuel Storage Cask Design

(1) 제작사: Transnuclear, Inc. (미국)

(2) 형상개요

- 기본설계로서 TN-12 transport cask와 TN-BRP, TN-REG의 storage/transport

가 있음

(3) 설계특성

용량:

- 경수로핵연료집합체 종류에 따라 40 개 이상의 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음

Basket

- 핵연료집합체 하나가 들어가는 stainless steel box를 용접조립한 구조

- TN-24: 24 개의 건전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14X14, 15X15, 17X17)를 수용

함. Stainless steel box 집합체가 수용되는 Cask는 전체 길이 4673.6 mm, 벽면 

두께 241.3 mm의 forged steel로 제작됨. Cask는 gamma shielding 기능이 있음. 

두께 136.65 mm의 Polyester resin을 중성자 차폐재로 이용함

- TN-40: Prairie Island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하나

의 cask에 40 개의 건전한 핵연료집합체를 수용함. Containment vessel은 

SA-203의 carbon steel로 제작됨. 길이는 4445 mm, 내부 shell의 두께는 38.1 

mm임. Basket은 알루미늄과 poison plate를 Stainless steel 판과 sandwich panel

로 만들어 사용함.

- TN-32: Containment vessel은 TN-40과 동일하나 치수가 약간 상이할 뿐임.

- Containment vessel 뚜껑의 기밀유지를 위해 double metallic O-ring을 채용

하고 있음

열 제거 방식

- TN-32 및 TN-40에서 핵연료봉 표면의 온도를 343℃로 제한하기 위해 최대 

열방출율27 kW로 제한함

- Cask 내부는 불활성기체로 채우며 자연 전도에 의해 핵연료로부터 Cask의 

외부로 열전달을 함

방사선 차폐

- Gamma선 차폐는 Containment vessel 내에 있는 별도의 carbon steel shell

을 이용하여 달성함

- 중성자 차폐는 vessel 주위를 감싸는 resin compound를 이용하여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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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N-32 Cask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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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Westinghouse MC-10 Spent Fuel Storage Cask

(1) 제작사(저자): Westinghouse Electric Co. (Science Ecology Group, Inc) (미

국)

(2) 형상개요

- 길이 4953 mm, 지름 2413 mm Low alloy steel의 원통형 구조로서 벽두께

는 약 254 mm, 바닥면의 두께는 약 279.4 mm임

- 상부 뚜껑을 위해 4 개의 cover가 적층의 형태로 cask cylinder에 덮힘. 이때 

기밀유지를 위해 cover에 따라 metallic O-ring 및 dual-seal elastomeric O-ring

과 metallic ring을 사용함

3. 설계특성

용량:

- 하나의 cask에 24 개의 Westinghouse형 15X15을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14X14, 17X17형도 가능함

Basket

- 24 개의 stainless steel로 된 fuel storage cell (removable)과 알루미늄 grid 

system

- 각 cell은 1.905 mm 두께의 strainless steel plate로 제작된 enclosure와 그 

외측에 BoralTM plate (type 1100 알루미늄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들어 있는 

알루미늄 matrix 내 boron carbide particles)라는 중성자 흡수체로 구성되어 있

음

열 제거

- Passive heat dissipation 개념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은 basket grid 

member 들에 의한 전도로 방출됨

방사선 차폐

- Gamma 및 neutron shielding material을 채택하여 최대 58 mRem/hr를 기

준으로 함

- 방사선 차폐는 cask wall을 구성하는 steel 벽과 중성자 흡수층(BISCO 

NS-3TM)으로부터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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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MC-10 Cask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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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MC-10 Closur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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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NSA-DPT: A Transportable Metal Storage Cask

(1) 제작사: Equipos Nucleares, S.A. (스페인)

(2) 형상개요

- Cask는 stainless steel로 된 outer shell (두께 70 mm) 과 inner shell (두께 

40 mm) 및 그 사이에 gamma radiation shielding (두께 104 mm)이 있는 원통 

형태

- 상기 원통의 덮개 (lid)는 각각 type 304 stainless steel과 17-4 PH stainless 

steel로 된 inner lid와 outer lid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밀을 위해 두 개의 

metallic O-ring이 사용됨

(3) 설계특성

용량: 하나의 cask에 21 개의 KWU형 16X16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Basket

- 핵연료집합체를 담는 type 304 stainless steel 사각관 plate에 임계도 제어를 

위한 BoralTM sheet가 붙은 사각관 집합체, 이를 지지하는 type 304 stainless 

steel로 된 31 개의 support disk, 그리고 26 개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방열 핀

으로 구성

- 상기 각 사각관은 BoralTM sheet로 둘러 싸여 있으며 이를 통해 임계도 제

어를 함

열 제거

- 붕괴열 방출능력은 27.3 kW이며 수동적 방열구조임

- 40 년의 수명동안 연료봉 피복관 온도 38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 부

품(metallic O-ring, lead shield, neutron shield)의 지정된 온도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함

- 온도구배로 인한 열응력의 허용조건도 만족하도록 설계함

방사선 차폐

- Gamma shielding을 위한 기본부품은 40 mm 두께의 stainless steel inner 

shell과 70 mm 두께의 stainless steel outer shell, 두 shell 사이에 위치한 두께 

104 mm의 lead annulus 그리고 두께 6 mm의 중성자 shield/shell 및 cask 바닥

을 형성하는 두께 296 mm의 stainless steel 구조임

- Cask의 상부 덮개인 두 개(inner and outer)의 lid 두께 합이 340 mm로서 

gamma shielding을 담당하고 있음

- 반경방향 neutron shielding을 위해서는 cask 내부 원주방향으로 채용한 120 

mm 두께의 NS4FR을 사용하며 축방향 neutron shielding을 위해서는 두께 50 



- 98 -

mm의 NS4FR 바닥과 상하부의 impact limiter 또는 cask 저장 시 상부에 조립하

는 NS4FR cover가 담당함

그림 3-9. ENSA-DPT Cask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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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ENSA-DPT Basket view. 



- 100 -

아. Modular Vault Dry Store (MVDS)

(1) 제작사: Foster Wheeler Energy Corporation and GEC Alsthom 

Engineering Systems Ltd.

(2) 형상개요

- Container에 담긴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보관하는 건물(Civil structure)의 개

념으로 통상 10~100 년의 저장을 목표로 하는 중간저장시설

- 각 canister는 vault 내에서 charge face와 바닥면 사이에 수직으로 보관함

- 건물의 주요구성은 Transfer cask reception bay, Vault module, Charge hall 

등의 세 부분으로 나뉨

(3) 설계특성

용량: 핵연료집합체의 형태와 건물(vault)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나, MVDS의 경

우 220 개의 경수로 핵연료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음

Basket

- 경수로 핵연료집합체 8 개(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MRS) 또는 21 개

(multi-purpose canister; MPC)를 담는 basket이 사용됨

열 제거

- Passive buoyancy driven air cooling system

- Fuel storage container 내에는 질소 충진. 핵연료봉으로부터의 열은 복사와 

대류에 의해 container로 전달되며 이는 콘크리트로 복사 열전달이 일어난 후 

cooling air system에 의해 냉각됨

방사선 차폐

- Vault 내 작업에 따른 작업자 한명 당 피폭선량이 연간 최대 2 mRem인 기

준을 만족하도록 제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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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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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FUELSTOR™ Dry Fuel Storage

(1) 제작사: Siemens Power Corporation (독일)

(2) 형상개요

- 사용후핵연료를 canister에 담고 불활성 기체로 충진한 후 이를 자연 대류로 

냉각할 수 있는 대규모 콘크리트 vault 내에 횡방향으로 쌓는 형식

- At-Reactor (AR)형과 Away-From-Reactor (AFR)형 두 가지가 설계되어 있음

- 건물의 주요구성은 Fuel receiving area, Canister loading area, Fuel storage 

area, Auxiliary plant area 등의 네 부분으로 나뉨

(3) 설계특성

용량: 기존의 저장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강화 콘크리트로 된 개개의 

vault를 제작하여 기존의 vault에 단순히 더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됨

Basket

- 건식 수송용기에 의해 운반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vault에서 stainless 

steel로 된 canister에 옮겨 담거나 미리 canister (예‘ MPC)에 의해 수송된 핵연

료의 경우, canister를 그대로 vault 내에 저장함

열 제거

- Passive natural convection 방식으로 이를 위해 vault에는 공기 유입구 및 방

출구가 있음

방사선 차폐

- Vault 는 콘크리트 partition으로 방사선 차폐된 storage bay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각의 partition과 fuel canister 사이에는 공간을 두어 방사선을 차폐하고 

있음

- 작업자 또는 공공에의 피폭선량은 ALARA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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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구조재료/부품 기술 요건

가. 건식 저장용기 주요 구조재료/부품 현황

 국내에 적용될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은 수송과 저장을 동시에 수용

할 수 있는 다목적 캐니스터(Multi-Purpose Canister, MPC 혹은 Transfortable 

Storage Canister, TSC)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보

고서에서는 국외 상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다목적 캐니스터(MAGNASTOR 

Storage)에 적용하고 있는 주요 구조부품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료에 대하

여 조사하였으며 적용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1) 캐니스터

 캐니스터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고강도 및 우수한 연석, 부식 및 취성파괴에 

대한 저항성과 장시간동안 금속학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는 304 스테인레스 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캐니스터의 중요한 부품별 재질은 표 3-1과 같다.

주요 부품 재질

Shell
ASME SA240, Type 304/304L dual-certified stainless 

steel

Bottom
ASME SA240, Type 304/304L dual-certified stainless 

steel

Closure Lid ASME SA240/SA182, Type 304 stainless steel

Closure Ring ASME SA276, Type 304 stainless steel

Port Covers ASME SA40, Type 304 stainless steel

표 3-1. 다목적 캐니스터 주요 부품 및 재질 요약. 

 캐니스터 내부에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

야 하며 장기간 동안 열화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내식성 재질로 

검증된 304 스테인레스 강이 거의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304 스테인레스 강의 경우, 염기성 분위기가 잘 형성되는 곳(즉, 해안가 근처)

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부식속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Fuel Basket

 Fuel Basket의 역할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저장 혹은 수송기간동안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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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유지하는 구조재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쉽게 제

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탄소강을 많이 

사용하는데, 탄소강은 강도가 매우 크며 동시에 열전도도가 높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강 그 자체는 고온에서 쉽게 부식되는 경향이 있어 Basket으로 

제작된 후 니켈로 무전해 도금처리를 수행하여 내식성 향상과 수조로부터 장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화성 가스의 형성을 억제시킨다. Fuel Basket에 사용되

는 부품 및 재질을 표 3-2에 요약하였다.

부품 재질
Basket, Supports, Plates & 

Gussets
ASME SA537, Class 1, Carbon Steel

Corner Support Bars
ASME SA 695, Type B, Grade 40 or 

SA696, Grade C Carbon Steel 

Fuel Tubes ASME SA537, Class 1, Carbon Steel

Connector Pins
ASME SA 695, Type B, Grade 40 or 

SA696, Grade C Carbon Steel

Mounting Bolts ASME SA193, Grade B6 Stainless Steel

Neutron Absorber
Borated Metal Matrix Composite, 

Borated Aluminium Alloy or Boral

표 3-2. Fuel Basket 주요 부품 및 적용 재질 요약 

3) 콘크리트 캐스크 

 콘크리트 캐스크에도 금속 구조재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물

의 강화재로 사용되며 상하단의 주요 구조부품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내

식성이 약한 재질일 경우, 구조재에서 우선적으로 부식이 발생하고 생성되는 부

식물의 부피팽창에 의해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열화기구가 많이 알려져 있다. 콘

크리트 구고재로 적용되고 있는 부품 및 재질을 표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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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재질

Shell ASTM A36 Carbon Steel

Pedestal Plate ASTM A36 Carbon Steel

Base and Top Plates ASTM A537, Class 2, Carbon Steel

Lift Lugs and Anchors ASTM A537, Class 2, Carbon Steel

Lift Lug Bolts ASME SB637, Grade NO7718 Nickel Alloy

Reinforcing Bar ASTM A615/A615M Carbon Steel

Concrete ASTM C150 Type II Portland Cement

표 3-3. 콘크리트 캐스크에 적용되는 부품 및 재질. 

4) 수송 캐스크 (Transfer cask)

 저장 용기와는 달리 수송용기는 특성상 용기의 이송을 위하여 일부 구조부품

이 추가되고, 전체 무게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한 고강도 재질을 사용하고 있다. 

표 3-4에 수송용기에 적용되고 있는 부품 및 재질을 요약하였다.

부품 재질

Inner Shell ASTM A588 Low Alloy Steel

Outer Shell ASTM A588 Low Alloy Steel

Bottom Forging ASTM A516, Grade 70

Top Forging ASTM A516, Grade 70

Trunnions ASTM A350, LF2 Low Alloy Steel

Shield Doors and Rails ASTM A350, LF2 Low Alloy Steel

Retaining Block Pins ASTM A516, Grade 70

Retaining Block ASTM A693/A564 17-4 PH Stainless Steel

Gamma Shield Brick ASTM B29 Lead-Chemical Copper Grade

Neutron Shield NS-4-FR

표 3-4. 수송용 캐스크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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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재료/부품 적용 기술요건

1) 파괴인성 (Fracture Toughness)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 저장용기에 적용되는 재질은 오스트나이

트계열의 스테인레스강이다. 이 재질은 내식성 환경하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조재 

합금이며, ASME Sec. III에서도 이미 검증된 재료이므로 파괴인성에 대한 실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Fuel Basket은 탄소강 재질의 용접된 튜브와 지지구조체로 제작된다. 이 재료

는 ASME 규격을 만족시켜야 하며 일정한 규정에 따라 충격시험을 수행하여 검

증해야 한다. 특히 가장 낮은 운영온도를 영하 40도로 가정하고 이 온도에서 파

괴인성값은 충분한 보수성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송용기의 경우에도 저온 파괴인성을 고려하여 저합금 탄소강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연성 천이온도(Nil Ductility Transition Temperature)를 영하 40도로 설

정하고 있다. 

 

2) 응용 코드 및 표준

 미국의 경우 저장용기에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ASTM(구조재

료) 및 ACI(콘크리트) 코드가 준용된다. 여기서 적용되는 재료는 허용 최소 두께, 

화학적 조성 및 규격화된 제작공정을 따르는 코드와 표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저장용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부 ASME 코드를 준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 재료 특성

 현재 상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용 강의 기계적 특성은 기존의 ASTM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국내 고유의 건식저장 용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용재질

의 충분한 DB를 구축해야 하므로 이미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현재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 재질 특성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며 본 보고서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용접 설계 및 시방서

 저장용기의 용접공정은 특정 부품의 설계 및 기능요건에 따른 많은 코드와 

표준을 만족하는 요건에 따라 수행된다. 캐니스터와 Fuel Basket은 ASME code, 

Section IX의 요건에 따라 마련되고 검증된 용접절차, 공정 및 작업자가 수행하

도록 되어 있다. 특히 용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ASME 코드에 따라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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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볼트와 파스너(Fasteners)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트와 파스너는 사용시 galling을 방지하고 요구되는 재

질강도를 가지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수로 원전에 사용되는 볼트는 

SA193 Grade B6 스테인레스 강이다. 볼트 적용시 가해지는 초기 하중으로 캐니

스터와 Basket이 접촉하고 있으며 사고시에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마진을 가져야 한다. 내부 환경이 비활성 기체 조건이므로 응력부식균열은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 코팅(도금)

 저장용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질이 스테인레스 강인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내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탄소강의 경우 장기간 동안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식성 향상을 위한 코팅이 수행된다. 가장 

대표적인 코팅은 무전해 니켈도금이며 내식성은 물론 저장조에서 유입되는 물과 

Basket 재질 사이에서의 부식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생성을 억제하는 기능도 

가진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를 Basket에 장입하는 과정에서 국부적인 스크렛치가 

발생하여 니켈 도금의 일부가 손상될 수 있으나 미세한 손상은 장기간 동안 건

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험적으로 검

증된 것이 아니므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실험결과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7) 차폐재료

 일반적으로 Gamma 차폐재료는 납과 탄소강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특히 납의 

경우 ASTM Spec. B29에 따라 제작되며 중요 합금원소인 구리를 첨가하여 벽돌

형상의 제작을 용이하게 한다. 탄소강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캐스트의 라이너 

형태로 제작되어 Gamma 차폐재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성자 차폐재료로는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요건은 생략

하였다.

8) Metal Seal

 건식저장 캐스크 및 캐니스터는 일반적으로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Metal 혹은 Elstomer Seals이 설치되어 볼트로 고정된다. 

- O ring: 코팅처리가 되지 않은 스테인레스 강, Inconel 및 Nimonic Steel

- O ring: Al, Ag 및 Cu로 코팅된 Seals

- Double O ring: 두 개의 Seals 사이에서의 압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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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운영경험에서 일부 Seal의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재질

차이에 따른 Galvanic corrosion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4. 구조재료 주요 열화기구 요약

 

 본 절에서는 건식저장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주요 구조재료의 열화현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식저장 환경은 기존의 습식저장에 비해 재료측

면에서 큰 영향이 없는 조건이지만, 장기간 거동에 대한 구조재료 및 부품의 체

계적인 연구결과가 거의 없으므로 현재까지 상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식저장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확인된 결과를 참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용 재료로는 

스테인레스 강과 탄소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 두 재료가 건

식저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질 열화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가. 스테인레스 강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 강은 습식저장에서는 수조 라이너, 연료저장 랙, 캐니

스터, 파이프, 열교환기 및 연료 취급기기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오스트나이트 계열의 스테인레스 강은 적절한 온도 

및 환경조건에서는 거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이지만 스테

인레스 강을 피복재료 사용하고 있는 핵연료에서는 조사 손상이 금속학적으로 

상변태를 일으켜 부식저항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온도와 선량 등의 조사환경은 

미세조직의 변화을 지배하는 인자이며 결정입계에 내식성 합금원소인 크롬함량

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크롬 탄화물의 석출이 재질의 예민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1년 정도 수조내에서 수

행된 유사한 실험결과를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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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 좌측부터 알루미늄, 

산화알루미늄, Zircaloy-4 및 

스테인레스 강 시편

 건식저장 환경에서 스테인레스 강의 산화속도는 습식저장 환경에 비해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건식저장 시스템에 주변환경으로부터 습기가 유

입될 경우 국부적으로 표면에서 부식이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염분(salt)이나 

미생물에 의한 부식 생성물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기환경에

서는 조사에 의한 질소 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부적인 부식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비활성 기체로 충진된 건식저장 용기내에 외부환경에 대

하여 완전히 밀폐된 조건하에서, 14년 동안 관찰된 스테인레스 강의 부식열화현

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중대한 결함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탄소강

 탄소강은 0.005∼1%의 탄소와 미량의 합금원소가 첨가된 철(Fe)계 합금으로 

주로 용접등의 방법으로 구조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건식저장에서

는 저장용기 캐스크, 냉각용 핀 및 Basket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기간동안 내식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탄소강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못하

고 니켈 혹은 아연 등의 도금처리를 수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기환경에 노출된 탄소강의 열화는 주기적인 검사와 보수로 안전하게 도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캐스크 

안쪽의 탄소강은 아연 혹은 알루미늄으로 도금처리되어 있어 충분한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캐스크 안쪽은 장기간 동안 운영될 때 유지보수

가 불가능하므로 습기나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기 위하여 Seal에 대한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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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탄소강의 장기간 열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림 3-14에 탄소강 부식실험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구조재의 온도를 고려

해 볼 때 부식속도는 상당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 온도에 따른 탄소강의 부식속도. 

5. 국내 적용성 분석

 국내 사용후핵연료 특성과 저장환경에 적합한 건식저장 시스템의 장시간 안

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구조재료 및 부품의 기계적 특성, 저장 환경

에서의 내식성 및 내취화성, 저장용기의 구조적 안전성 등의 다양한 DB가 구축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ASME 코드를 준용한 압력용기가 구조적으로 설계

한도 이상의 부하가 없으며 제작, 취급 등의 국부적인 손상이 없다고 가정할 때, 

장시간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크게 용접부 및 Metal seal에서의 부식과 주변 

온도변화에 따른 저주기 피로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식문제의 경우, 저장용기의 재질이 일반적으로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하더라도 저장될 부지가 국내 원전내에 한정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원전은 모두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중에 포함된 염분이 저장용기의 부식

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장용기 제작과정 및 사용후핵연료 

장입 후의 캐니스터를 용접하여 밀봉하기 때문에 모재에 비하여 내식성이 떨어

지는 열영향부가 존재하게 되므로 캐니스터의 정확한 수명예측을 위해서는 저장

환경 하에서의 용접부에 대한 부식성능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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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에서는 내부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강은 용해 후 응고되는 과정에서 크

롬함량이 높은 페라이트상과 크롬함량이 낮은 오스테나이트상의 혼합 조직이 생

성되며, 상대적으로 크롬함량이 낮은 오스테나이트상(austenite phase)에서 그림 

3-15와 같은 피팅 부식이 생성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고온의 용접온도에서 과

포화된 탄소는 크롬 탄화물을 형성하여 입계에 석출되어 입계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15. 크롬 함량에 따른 피팅 발생 기구 

구조재로 사용되고 있는 탄소강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우수한 강성 등의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재의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부식에 대해서는 취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탄소강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

법이 도입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용이 용이하며 경제적인 방법

이 바로 아연도금방법이다. 아연도금 탄소강(Galvanized carbon steel)은 빌딩이

나 교량과 같은 잘 알려진 구조물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금재료로서 

아연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강 구조물의 부식에 대해 아연이 좋은 저항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에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아연도금이 내식성을 가지는 이유는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아연이 철의 표면을 보호하며, 아연 표면이 파괴되어도 아연이 이온화 경향이 

크므로 아연은 녹고 철은 녹지 않는 아연의 희생방식에 의하여 강판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아연 자체는 활성적인 금속으로서 대기중에 노출되면 

초기에는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산화아연으로 되며, 또한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염기성 탄산아연의 얇은 피막이 형성되지만, 이 피막은 치밀하고 밀착성이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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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부의 부식환경으로부터 녹을 차단하는 일종의 방식피막이 된다. 그러나 

아황산가스와 같은 유해성분이 존재하는 공기 중에서는 다공성 피막이 생성되어 

그림 3-16과 같이 부식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galvanized carbon steel의 수명은 아연부착량에 비례하지만 동일 부착량에 대해

서는 대기성분과 같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국내의 경우 PWR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에 저장시스템에 대한 정

확한 설계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 건설될 사용후연료 저장시설은 국내 사정

상 해안가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해안가 대기 중에 포함되어있는 

염분에 따른 금속재질의 부식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외부환경의 변화 및 계절별 

습도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3-16. 아연도금 처리된 탄소강의 

부식기구 

그림 3-17. Cl 이온에 따른 아연도금 탄소강의 부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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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저장 구조물 열화기구 평가모델 개발

제 1 절 저장 구조물 특성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에서 구조물을 재료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크게  금

속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과거 금

속재질의 캐스크 타입에서 콘크리트 캐스크 방식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

한 금속캐스크 저장방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건식저장 캐스크 기초 및 

구조물 시설보호 등을 위해 콘크리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후핵

연료의 건시저장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과 장기 운

영에 따른 열화거동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확립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른 구조재료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 비해 내구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타설되는 순간부터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환경조건과 콘크리트 본래의 내재적인 조건에 의해 계속적으로 성능저하를 일으

키므로 설계수명기간 동안 구조물 본래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조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 기술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관련 기

술 선진국의 경우 저장용기 개발이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고 많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아이템인 만큼 자세한 연구결과물 등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건설관련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중심으로 열화거동에 대한 많은 설계자료 및 문헌연구가 구축된데 

반해, 원전구조물의 방사선으로 인한 성능저하 및 열화현상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믄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저하 등 

일부 개별적인 실험결과가 있을 뿐 체계적인 문헌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세부과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과 관련하

여 관련 기술 선진국들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규제 기준(safety criteria and 

requirement)을 분석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손상(radiation damage) 

및 열화(deterioration) 현상에 대해 포괄적인 문헌분석을 통해 기술동향을 파악

하였다. 

1. 저장 시스템에 따른 구조물 기술 분류

가. 사용핵연료의 건식저장

건식저장방식은 물 대신 기체 또는 공기를 냉각재(저장중인 핵연료의 산화를 



- 115 -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헬륨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이용하며, 반응도가 약한 질소

를 이용하기도 함)로 이용하고, 방사선 차폐체로 물 대신 콘크리트나 금속을 이

용한다는 점에서 습식저장기술과 구분된다. 건식저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냉각하

기 위하여 SNF는 일단 수년 동안 저장수조에 저장되어야 한다. SNF가 건식저장

시설에 저장된 후에는 요구되는 운영비용 및 위험도가 미미하므로 안전하고 비

용/이득 측면에서 적합한 저장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수량의 SNF를 장기간 

저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볼트 또는 사일로 방식이 

적절하며, 단위별 모듈화를 통한 관리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건식저

장 캐스크(DSC: Dry Storage Cask)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1) 건식저장 볼트(Vault)

볼트 건식저장방식에서 SNF는 대형 콘크리트 건물 내에 저장되며, 외부 구조

물은 방사선 차폐체로 이용되고 건물 내부에는 SNF 저장 유닛에 적합한 저장공

간(cavity)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SNF는 밀봉된 저장용 튜브 또는 실린더 내에 

저장되며, 튜브와 실린더는 하나 또는 다수의 핵연료 집합체를 수용하면서 SNF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격납기능을 제공한다. 강제대류 또는 지연공기

대류 현상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한다. 일부 볼트 시스템에는 핵연료를 

운반캐스크(Transport Cask)로부터 인출한 후 별도의 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저장

튜브로 이송한다. 이에 반하여 다른 볼트 시스템에서는 인수된 용기에 핵연료를 

적치한 다음 이송캐스크(Transfer Cask)로 옮긴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저장실린더

로 이송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볼트 시스템에서는 크레인이나 핵연료 취급기계를 

필요로 한다.

볼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볼트를 건설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지배적이며, 

저장용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더 큰 볼트를 건설하는 추가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매우 많은 양의 SNF

를 단일 시설에서 저장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성은 다른 건식저장 방식에 비해 볼

트 시스템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볼스 시스템은 헝가리(Paks 원전), 

영국(Magnox 건식저장시설), 캐나다(Gently 2 원전), 프랑스(CASCAD), 미국(실험

용 고온가스냉각로 Fort St. Vrain) 등에서 적용된 바 있다. 

2) 건식저장 사일로(Silo)

사일로 시스템에서 핵연료를 수평 또는 수직형태의 콘크리트 실린더 내에 저

장되며, 실린더에는 금속재 내부 라이너 또는 분리된 금속 캐니스터가 장착된다. 

콘크리트는 방사선 차페기능(볼트 시스템에서 건물 외부에 상당)을 제공하며, 밀

봉된 내부 금속 라이너 또는 캐니스터는 격납기능을 제공한다. 종종 핵연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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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내에 적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송 캐스크가 이용된다. 한편 발생되는 붕괴

열의 제거는 공기의 대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사일로 시스템은 국내 월성 

임시저장시설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건식저장 캐스크

캐스크 시스템에서는 평평한 콘크리트 패드(Pad)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

치되며, 요구되는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캐스크가 추가될 수 있

다. 이러한 캐스크는 차폐기능과 격납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초기비용은 적고, 일단 핵연료가 적재된 후의 운영비용 또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저장 캐스크 구매비용이 상당히 크고 개별 캐스크의 비용은 

유사하므로, 저장용량 확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는 미미하다. 지금까지 다양

한 설계의 금속 또는 콘크리트(이 경우 대부분 금속재 내부 라이너가 장착됨)재

질의 캐스크가 개발되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AR 캐스크 시스템의 경우, 원전에 기 설치된 핵연료 취급설비를 이용하여 SNF

를 SFP에서 캐스크로 이송한다. 캐스크는 볼트 또는 사일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SNF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Single purpose: 단일 목적)으로 설계되었

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장 및 운반을 목적(Dual purpose: 2중 목적)으로 허가된 

캐스크 이외에 저장・운반・영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다목적

(Multi-purpose) 캐스크도 개발되었다. 캐스크 시스템은 운영상의 유연성 때문에 

최근 많은 원전 운영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SNF 저장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

히 AR 또는 AFR 방식으로 핵연료를 장기간 저장할 예정인 미국과 일본에서 건

식 캐스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ask 저장방식에는 cask의 재질에 따라 금속과 콘크리트 cask 방식으로 구분되

며 건식저장 방식 중에서 가장 단순한 시설구조를 갖고 있다.

① 금속 캐스크

Metal cask는 사용용도에 따라 저장전용, 저장/수송 겸용 및 정장/수송/처분 겸

용으로 구분된다. 단순하게 cask 구조는 cask 몸체, 핵연료 basket, 뚜껑(lid)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Cask 몸체는 보통 감마차폐재와 중성자 차폐재로 구성되어 있

는데 감마 차폐재로는 forged steel, cast iron 혹은 납 등을 사용한. Cask 몸체의 

외부표면은 냉각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개의 fins을 부착하기도 한다. 시설구조는 

매우 단순하여 단지 concrete pad 위에 저장 cask를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

하게 되는데 외부 저장 건물은 독일의 Ahaus 시설처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고 미국의 Surry 시설 처럼 저장건물 없이 저장 cask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

로 저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방사성물질의 격납기능은 cask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cask 저장방식에서 저장 cask의 밀봉기능, 방사선 차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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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및 임계조절 기능 등은 방사선 방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② 콘크리트 캐스크

Concrete cask 개념은 기본적으로 metal cask와 유사한데 몸체는 내부가 steel 

lining이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점이 metal cask와 다르다. 

Concrete cask는 metal cask에 비해 값이 싸다는 장점은 있으나 냉각성능이 떨

어지므로 콘크리트 표면온도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rebar 혹은 heat pipe를 설치하기 한다. 일반적으로 

concrete cask는 동일용량의 metal cask 보다 부피가 크며 또한 cask 표면의 오

염제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③ 혼합 캐스크(콘크리트 및 금속 캐스크)

콘크리트와 금속 재질의 재료를 혼합하여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

리는 취지도 도입된 방식이다. Southern Nuclear Operating Company의 Hatch 

건식 저장시설과 Exeon Generation Company의 Dresden 건식 저장시설은 모두 

일반면허 하에서 HI-STORM 100 콘크리트 캐스크 및 HI-STAR 100 금속 캐스크

를 혼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각 타입별 장․단점을 다음의 표. 4-1에 나타내었다.

구분 장 점 단 점

Vault

•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율이 낮음

• 소내 저장용량 확장용으로 실용화 됨

• Passive Cooling

• 운영중 폐기물이 거의 발생되지 않음

• PWR 핵연료 저장 경험이 없음

• 저장중 핵연료 검사 곤란

• 저장밀도가 낮음

• 대민 수용성 면에서 불리

Concrete

Silo

• 소내저장용량 확장용으로 실용화 됨

• 용량 확장성이 아주 좋은

• 운영중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Passive Cooling

• 저장중 핵연료 검사 곤란

• 저장밀도가 낮음

• 핵연료 피복관 온도가 높음

• 콘크리트의 장기 건전성에 문제 있음

• 대민 수용성 면에서 불리

Metal

Cask

• 실증된 기술(경험 풍부)

• 용량 확장성이 아주 좋음

• 운영중 페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Passive Cooling

• Cask 제작비가 고가임(대량 저장에

불리)

• 저장중 핵연료 검사가 거의 불가능

• 핵연료 피복관 온도가 높음

Concrete

Cask

• 용량 확장성이 좋음

• Cask 가격이 저렴

• 운영중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콘크리트 열전도도가 매우 낮음

• 장기 저장시 콘크리트 건전성 문제가

발생

• 콘크리트 내벽 온도제한이 관건임

표 4-1. 건식저장 방식별 장․단점

나. 콘크리트 차폐형 저장시스템

1986년 발간된 US NRC의 Reg. Guide 7.10(Establishing Quality Assurance 

Programs for Packaging Used in the Transport of Radioacitve Material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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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F 운반 포장물 내의 다양한 기기에 대한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운반 포장물의 개별 기기는 우선 ‘안전에 중요한 것’과 ‘안전에 중요하지 않

은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한편 ‘안전에 중요한’으로 분류된 기기는 안전에 미

치는 중요도에 따라 다시 A, B, C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여기서 안전등급 A

는 안전운전에 결정적인 요소, B는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C는 안전성

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차폐형 저

장시스템의 구조물 계통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 4-1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수평 콘크리트 차폐형 

저장시설의 개념도와 일반적인 구성기기를 도시한 것이다. 콘크리트 건식저장 시

스템에서 SNF는 지원시설의 내부에서 차폐된 내부 캐스크에 장입된다. 이후 내

부 캐스크는 밀봉되며 차폐된 이송용 캐스크에 포장하여 저장위치로 이송된다. 

그 다음 내부 캐스크는 저장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적치된다. 

그림 4-1. 전형적인 수평 콘크리트 차폐형 저장시설의 개념도 및 구성

(1) A 등급 항목

(a) 바스켓 집합체(Basket Assembly)

바스켓 집합체는 저장시스템의 핵분열성 내용물에 대한 기계적인

지지기능을 제공한다. 구조물은 집합체간 간격을 유지하고, 중성자 흡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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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고, 핵임계 해석이 수행되지 않은 배치상태로 내용물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구조물은 반드시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b) 배수 포트 플러그(Drain Port Plug)

대부분의 내부 캐스크는 수중에서 핵연료가 장입된다. 배수 포트는 내부

캐스크로부터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각 배수 포트를 폐쇄하기

위하여 플러그가 제공된다. 또한 플러그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격납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c) 내부 캐스크 하부헤드(Inner Cask Bottom Head)

내부 캐스크 하부헤드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하부 말단부에 대한

격납기능을 제공한다. 하부헤드는 내부 캐스크 쉘에 용접된다. 이러한

기기의 단일고장은 내부 캐스크로부터 포장물 외부지역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d) 내부 캐스크 뚜껑(Inner Cask Lid)

내부 캐스크 뚜껑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상부 말단부에 대한

격납기능을 제공한다. 뚜껑은 폐쇄용 볼트홀과 밀봉 표면을 갖추거나 또는

내부캐스크 뚜껑에 용접을 통해 부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기 포트,

누설 점검포트 및 압력 완화장치가 뚜껑에 장착된다. 내부 캐스크를

취급하고 포장물로부터 뚜껑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속물 또는 나선형

볼트홀이 제공된다. 또한 내부 캐스크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삽입하거나

구조물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취급용 손잡이가 포함될 수 있다. 차폐

플러그 또한 뚜껑에 부착될 수 있다. 뚜껑의 단일고장은 내부 캐스크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e) 내부 캐스크 뚜껑밀봉(Inner Cask Lid Seals)

일반적으로 밀봉은 격납 뚜껑 위에 적용된다. 밀봉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내부 캐스크의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f) 내부 캐스크 쉘(Inner Cask Shell)

내부 캐스크 쉘은 사용후핵연료를 수납하는 제거 가능한 내부 캐스크의

원통형 벽체다. 일반적으로 쉘은 내부 캐스크 하부 말단부 헤드 및 내부

캐스크 쉘 상부 헤드에 용접된다. 내부 캐스크 쉘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격납부의 일부이다. 단일고장은 내부 캐스크 외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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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다.

(g) 내부 캐스크 쉘 상부헤드(Inner Cask Shell Upper Head)

내부 캐스크 쉘의 상부헤드는 포장물 상부 원통형 말단부에 대한 격납을

제공한다. 상부헤드는 내부 캐스크 및 내부 캐스크 뚜껑의 폐쇄를 위한

나선형 볼트홈에 대한 밀봉면을 갖거나, 또는 용접을 통해 내부 캐스크에

부착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부헤드는 내부 캐스크 쉘에 용접된다.

(h) 누설 점검포트 플러그(Leak Check Port Plug)

내부 캐스크의 누설방지 특성은 제작 후와 장입공정의 일부로 시험된다. 이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이 측정되고 두 개의 뚜껑 밀봉부 사이에서 시료가

채취된다. 유사한 시험이 내부 및 외부 밀봉 사이에 대해서 수행된다. 모든

경우 밀봉간 탭(tap)이 내부 밀봉 외부에 설치된다. 내부 밀봉은 일차적인

수준의 격납을 제공한다. 누설 점검포트와 부수적인 밀봉은 이차적인 수준의

격납보호를 제공한다. 일부 캐스크의 설계에서 플러그가 차폐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포트는 직경이 작은 깊은

구멍(deep hole)을 갖으며 방사선의 종적 분포(columnation)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i) 뚜껑 폐쇄용 장치(Lid Closure Hardware)

일부 뚜껑은 내부 캐스크의 몸체에 다수의 볼트로 조립된다. 볼트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내의 격납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일 볼트의

고장이 통제구역 외부에 방사성물질을 방출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등품 볼트가 설치될 경우, 사고조건 동안 격납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볼트는 단일고장을 유발하기 쉬운 등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j) 인양 러그/체결장치/결속장치(Lifting Lugs/Trunnions/Grappies)

시설 내부에서 취급을 위하여 SNF 저장용 내부 캐스크에는 인양 러그 또는

이와 동등한 부속물이 적용될 수 있다. 인양 러그의 고장은 격납기능의 손상

또는 임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시설의 다른

부분 또한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내부 캐스크가 이송장치 내부에

위치한다면 직접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사고조건에 허용되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시설 내에서 핵연료의 이송을 위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인양설비가 필요하다.

(k) 인양 러그/체결장치 볼트(Lifting Lug/Trunnion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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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러그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한 부속물을 내부 캐스크에 부착하기 위하여

볼트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볼트는 러그와 동등한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l) 중성자 흡수체(Neutron Absorbers)

중성자 흡수체는 많은 SNF 건식저장시설에서 임계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주조가 가능한 흡수체가 이용될 수 있다.

흡수체 재질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임계도를 제어하기 위해 요구된다.

(m) 압력 완화장치(Pressure Relief Device)

압력 완화장치는 내부 캐스크 격납경계의 내부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된다. 압력 완화장치는 파열디스크 또는 압력 완화밸브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압력 환화장치는 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n) 배기 및 배수포트 플러그와 압력 완화장치 밀봉(Vent and Drain Port

Plug and Pressure Relief Device Seals)

일반적으로 밀봉은 개별 배기 및 배수포트 플러그와 압력 완화장치에 대해

요구된다. 이러한 밀봉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내부 캐스크 내의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o) 배기포트 플러그(Vent Port Plug)

많은 내부 캐스크에는 배기포트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포트는 물이

채워지는 동안 기체를 내부 캐스크 내부 또는 외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기체가 동반하는 오염, 방사성 기체 또는 내부 캐스크 내용물에

의해 발생되는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 이러한 포트를 통해 기체를 퍼지할 수

있다. 어떤 내부 캐스크 설계에서는 내부 기체를 제거하거나 뚜껑을

설치하기 위해 기체의 치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플러그는 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2) B 등급 항목

(a) 접근통제 출입구 인양러그(Access Door Lifting Lugs)

접근통제용 출입구 인양러그는 뚜껑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용된다.

러그의 고장은 시설 작업자에 심각한 방사선 피폭을 유발할 수 있다.

(b) 콘크리트 기초 및 지붕 슬라브(Concrete Base Unit and Roof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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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기초 및 지붕 슬라브는 저장시스템의 물리적인 지지기능을

제공한다. 콘크리트 기초에는 벽, 바닥 및 마감부가 포함되며, 지붕 슬라브는

SNF 저장용 캐스크를 수납하는 천장이 포함된다. 차폐기능은 구조물의

종합적인 기능 또는 다른 기기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구조물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시스템의 배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 콘크리트 구조물 접근볼트(Concrete Structure Aceess Bolts)

볼트는 차폐된 콘크리트 구조물 접근통제 출입구를 폐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볼트는 이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d) 감마서 차폐체(Gamma Shielding)

감마선 차폐체는 저장시 외부 방사선량을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요하다.

콘크리트는 이러한 형태의 저장시스템에서 차폐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ㅈ리이다. 차폐의 존재와 유효성은 제작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시험되어야

할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차폐체는 차폐 이외의 다른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이러한 기능을 충족한다.

(e) 내부 캐스크 지지구조물(Inner Cask Support Structure)

내부 캐스크 지지구조물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내부 캐스크에 대한

지지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물의 손상은 격납기능 또는 임계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f) 내부 캐스크 상부 차폐플러그(Inner Cask Tip Shield Plug)

내부 캐스크 상부 차폐플러그는 내부 캐스크를 저장용 캐스크에 장입한 후

차폐된 접근통제 출입구를 적치하기 전에 운전원의 방사성 피폭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플러그는 저장시 추가적인

차폐기능을 제공한다.

(g) 중성자 차폐체 (Neutron Shielding)

저장시스템 외부의 중성자선량을 저감하기 위해 차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히 두꺼운 콘크리트는 중성자차폐 목적의 달성을 위해

충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h) 차폐된 접근통제 출입구(Shielded Access Door)

차폐된 접근통제 출입구는 콘크리트 저장시멘트의 물리적인 폐쇄기능과

내부 캐스트의 차폐기능을 제공한다. 접근 통제 출입구는 콘크리트 구조물

접근 볼트에 의해 정해진 위치에 지지되며 부착된 인양 러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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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된다. 내부 캐스크가 격납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접근통제 출입구는

밀봉될 필요가 없다. 접근통제 출입구는 저장기간 동안 운전원에 대한

차폐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위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i) 이송용 캐스크(Transfer Cask)

이송용 캐스크는 지원 시설과 저장판(콘크리트 지지패드)사이에서 장입되고

밀봉된 내부 캐스크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송캐스크는 감마선

차폐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중성자 차폐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송캐스크는 장입용 말단부 덮개와 인양 미 취급용 장치를 구비하게 되며,

수평 또는 수직방식으로 운전될 수 있다. 내부 캐스크는 격납을 제공하므로,

이송용 캐스크는 밀봉될 필요가 없다.

(3) C 등급 항목

(a) 캐스크 장치(Cask Hardware)

종종 볼트와 너트가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핀(Pin)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인양 부속장치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여유도 측면의 특성으로 지킴장치(Keeper)가 사용된다. 작은 볼트와

너트, 쐐기형 핀, 멈춤쇠 핀 및 잠김줄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품의 설치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볼트와 지킴장치를 캐스크에 부착하기

위해 종종 밧줄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킴장치와 밧줄은

직접적인 안정성 측면의 중요도는 없으며, 이들 장치가 부재할 경우 격납의

손상, 임계도 제어의 실패 또는 차폐능력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 콘크리트 지지판(Concrete Support Pad)

콘크리트 지지판은 콘크리트 차폐 저장시스템의 안정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지지판은 캐스크를 적치하기 위한 지표면 고도와

상대적으로 균일한 표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정상 및 사고조건의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c) 지붕 슬라브 인양대(Roof Slab Lifting Eyes)

콘크리트 구조물 지붕 슬라브 인양대는 구조물의 건설기간 동안 콘크리트

슬라브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핵연료 저장기간 동안 이러한 인양대는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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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보안 잠금장치 및 밀봉(Security Lockwire and Seals)

저장시스템의 보안 잠금장치 및 밀봉은 캐스크에 장입된 내용물이 침입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이러한 기능은 보안 측면의 현안이며

안정성 측면의 현안은 아니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저장요건 및 기술동향 분석 

가. 저장 구조물 특성 및 안전기준

SNF의 저장은 핵연료 집합체를 회수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적절한 환경적, 열적,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인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한 중간저장의 목적은 저장 구조물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설계수명 기간 동안 추가 열화현상 없이 연료를 회수가능한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그간 IAEA의 안전보고서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관한 기본적인 안전관련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임계 이하상태(Subcriticality)의 유지

• 잔류 열(residual heat)의 제거

• 방사선 안전(radiation protection)에 대한 보호조치

• 저장시설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격납기능 유지

1) 임계 이하상태의 유지

이는 SNF의 취급, 이송 그리고 저장시스템이 임계안전율을 고려하여 모든

가동조건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장기간 동안의 임계이하의 유지는 저장랙(storage rack), 바스켓 혹은

캐니스터의 설계특성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2) 잔류 열(residual heat)의 제거

이는 저장 시스템을 SNF으로부터의 열제거를 위해 충분한 여유분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붕괴열 제거 시스템은 건식저장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자연 대류(natural convection), 열방출(thermal

radiation)) 혹은 습식/건식 저장시스템에 대해 능동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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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강제 대류(forced convection)). 시스템의 설계는 정상 및 비정상 그리고

사고 조건하에서 설계 열 제한치(thermal limit) 내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루어진다.

3) 방사선 안전(radiation protection)에 대한 보호조치

이는 SNF의 취급 이송 그리고 저장시스템은 일반인을 포함한 운전원 및

환경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SNF의 저장기간

동안 생물학적 차폐(biological shielding)는 저장 풀과 건식저장 시스템의

설계특징으로 확보될 수 있다. 취급 및 이송시스템의 설계특징은 취급 및

이송기간 동안 SNF의 생물학적 차폐를 가능하게 해준다.

4)　저장시설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격납기능 유지

이는 사용후연료 시스템은 SNF에 대한 일차적인 차폐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될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잠재적인 환경노출에 대비하여 이차적인

차폐기능을 보유한다. 일차적인 차폐는 일반적으로 손상 및 열화방지를 위한

연료 피복재를 일컬으며, 이는 저장조 격납 및 저장환경 연료취급장치 및

붕괴열 제거시스템에 의해 보호된다. 이러한 안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영 및 운전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적절히 잘 운영되고 관리된다면,

SNF의 중간저장 시스템은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NRC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스템의 설계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허용기준을 개별적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일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최외각 구조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온도나

방사선 규체치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개론적인 수준의 general

requirement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캐스크의 온도제한에 관련해서는

각각 개발된 시스템의 SAR 보고서에 일부 언급이 되었을 뿐, 공개된

보고서에는 관련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콘크리트 온도 및 방사선 관리기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해 기술하였다. 아래에 건식저장

시설의 일반적인 방사선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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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CFR 72.104: Criteria for radioactive materials in effluents and direct 

radiation from an ISFSI or MRS.

건식저장 시설의 정상가동 운전조건 하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통제구역

밖에 위치하는 일반인들에게 허용되는 연간 피폭선량은 전신선량으로 0.25

mSv (25 mrem), 갑상선 선량 0.75 mSv (75 mrem), 기타 장기선량(critical

organ) 0.25 mSv (25 m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직업적 피폭은 가능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급적 방사성물질로부터 피폭을 최소화하고 ISFSI나 MRS

운영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폭을 방지하여야 한다.(ALARA)

(1)라돈과 붕괴 자핵종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의 계획된 환경배출,

(2) ISFSI 또는 MRS의 운영에 따른 직접 방사선,

(3) 해당 지역의 기타 우라늄 핵연료주기 운전에 따른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통제구역(controlled Area) 외부에 위치한 실제 개인의 연간 선량당량

(2) 10CFR 72.106: Controlled area of an ISFSI or MRS.

ISFSI나 MRS의의 경우 통제구역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에 의해 가장 근접한 통제구역 경계 또는 외부에 위치한 모든 개인의

전신피폭 선량당량(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 및 모든 장기선량은 0.05 Sv

(5 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몸 속 깊은 장기나 기관의 경우 0.5 Sv

(50 rem), 그리고 눈의 수정체의 경우 0.15 Sv (15 rem), 피부와 같은 조직의

경우는 0.5 Sv (50 re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사용후핵연료취급 및

저장시설로부터 가장 근접한 통제구역 경계까지의 최소 거리는 100m가

확보되어야 한다.

차폐의 설계는 가각의 개인 및 통제구역 인근에서의 방사선량 제한치를

규정한 10CFR72.104와 10CFR72.106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방사선차폐의

목적은 주요 위치에서의 방사선량률을 가능하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통제구역에서의

선량율을 10CFR72.104와 10CFR72.106 요구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장의 관점에서 볼 때, 위치는 3구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캐스크 바로 인근(immediate vicinity of the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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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구역(restricted area boundary)

(3) 통제구역(controlled area boundary)

나. 건식저장 관련 설계기준

저장구조물의 수명을 20-25년 혹은 그 이상을 고려할 때, 건식시설에서

자연냉각 방식의 도입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건식저장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건식저장 시스템은 앞으로 점점 보편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에는 허가된 상용 캐스크가 몇 종류가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시설설계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은 시설에 대한 건설

재료, 크기, 사용후핵연료 형태 및 저장 컨테이너의 저장방식(수평, 수직)과

연료의 취급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저장, 이송 및 처분이 가능한 다목적

캐스크에 대한 몇몇 국가들에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또한 캐스크의

저장위치(지상 혹은 지하)에 따라서도 저장시설의 규격이 다르게 된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명확히 선호되는 건식저장 방식이 없지만, 캐스크에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은 차후의 필요에 따라 이송을 할 수 있으며

벤더로부터 캐스크를 임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탄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연료피복재(spent fuel cladding)는 SNF를 이미 잘 알려진

기하학적인 저장구조물에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건식저장 기간 동안에 연료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차후 핵연료의 회수

및 취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방사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내부 가스압 조건 하에서의 피복재

크립(creep)과 응력 부식으로 인한 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혹은

피복재의 delayed hydride cracking, 산화에 의한 피복재의 부식 그리고 결함이

있는 연료의 경우 UO2의 산화로 인한 피복재 결함의 전파 등과 같은 다양한

현상에 기초하여 도출되었다.

건식저장 기간 동안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 및 비정상 혹은

사고조건 하에서 캐스크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인허가 시

고려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안전성(열 및 재료적인 관점에서), 차폐구성요소의

적절성, 임계이하 상태의 유지, 격납 경계영역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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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도 제한기준

(1) Fuel cladding 온도제한

건식저장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및 다른 압력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연료피복재에 대한 hoop stress 등으로 인해 연료피복재는 시간 경과에

따른 영구 크립변형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핵연료 피복재가 일정량의 안전율

여유를 포함하여 임계온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단기간의

사고나 연료의 이송(transfer) 및 운반(transportation)을 위한 특정한 온도

제한치가 연료 피복재에 대해 추가적인 열적 응력을 피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르코늄(Zr) 재질의 연료피복재에 대한 최대 온도는 350℃∼

410℃이다. 온도 및 붕괴열 또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크립에 대한 문제는

건식 저장 초기 몇 년에 제한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LWR 연료에

대한 인하가 기준 온도는 330℃∼410℃이고, CANDU 연료의 경우는 인허가

기준온도가 160℃까지이다.

고연소도 연료의 저장의 경우 고연소에 의한 더 높은 온도가 추가적인

피복재 열화요인으로 gross cladding rupture를 야기하지 않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온도 제한

금속 및 콘크리트 캐스크 구조물에 대한 온도 제한치의 설정이유는

일정온도 이상에 재료의 강도가 변하게 되며 해로운 열응력 그리고

인장응력을 캐스크 벽체에 초래하여 추가적인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열화거동(크립, 피로(fatique), 균열성장 및 부식) 또한 높은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온도 또한 많음 금속 재료에

취성파괴와 탄성계수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캐스크의 표면 온도를 모든 가동 조건에서 최대 및 최소 온도

이내에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제한 설정과 관련하여 문헌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a) 일부 인허가 규제조건에서는 콘크리트 벽의 최대 온도가 11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캐스크 벽체를 통한 최대 온도변화가

콘크리트 균열방지를 위해 60℃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71]. 500℃

이상의 온도에서 금속의 인장강도가 크게 감소하지만 TN-40 금속 캐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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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대 표면온도를 121℃로 규정하고 있다.

(b) 높은 온도조건에 장기간 노출된 콘크리트의 결과는 몸체 자체에 수분이

손실되며 이는 곧 압축강도의 감소와 탄성계수 그리고 크립저항, 전도도 및

확산계수 등의 특성에 변화를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열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임계온도는 95℃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열화현상을 더 증가시킨다. 또한 갑작스런 온도상승이나 열적

싸이클(thermal cycle)은 콘크리트의 열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72].

(c) 온도의 상승은 콘크리트의 함수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환경적 또는

방사선 흡수에 따른 콘크리트 내부의 방사선 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 또한 콘크리트의 함수량을 감소시킨다. 중성자 방사선 콘크리트

차단벽의 경우 Jager[73][74]는 93℃를 초과하는 온도에 노출되면 안되며 보통

또는 중량 콘크리트 방사선 차단벽의 수분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

방사선 흡수와 열응력 등의 조건은 아래에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중성자 방사선 차단벽의 경우

∙최대 내부온도 88℃

∙최대 대기온도 71℃

∙감마 방사선 차단벽의 경우

∙최대 내부 온도 177℃

∙최대 대기온도 149℃

2) 구조물 및 구조재료

캐스크, 싸일로 그리고 볼트 타입의 캐스크는 저장시스템을 임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캐스크나

사일로의 기초는 캐스크 자체 무게와 핵연료 취급 장비들의 총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있어야 한다. 핵연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스켓이나 캐니스터의 기계구조물은 열/역학적 응력, 부식,

수소침입(hydrogen attack) 그리고 운반 및 사고시의 추가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캐스크나 싸일로는 외부와 차단된 폐쇄

시스템(closure system)으로 구성되고 추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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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야 한다. 볼트 타입 역시 저장 캐니스터와 튜브의 안전을 위해 폐쇄

시스템이 선호된다.

3) 방사선량 제한기준 

(1) 방사선 안전

캐스크 및 싸일로 혹은 볼트 타입의 캐스크는 핵연료가 적재되었을 때 외부

방사선 준위가 기준치 이내에 들어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캐스크에

넣고 꺼낼 때 방사선적 노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장비와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격납벽은 설계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캐스크와 일체화를 이루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볼트타입의 시설은

예기치 않은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대비하여 환기 및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핵연료의 격납 및 사고시를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시 고려하어 안전한 저장시스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사선량 제한

콘크리트에 대한 방사화의 영향은 크게 두가지 메카니즘이 작용한다. 하나는

방사화로 인한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재료적 특성이 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손상은 재료의 결합을 끊을 수 있고 재료의 취성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두 번째 가능한 원인으로는 방사화 에너지 흡수로 인한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두가지 현상을 서로 명확히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콘크리트 방사선량

제한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ANSI/ANS-6.4-1985

보고서에 따르면, 입사 에너지 플럭스(incident energy fluxes)가 1010

MeV/㎠.sec 이하일 3경우에는 핵반응으로 인한 가열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콘크리트가 1019 neutron/㎠ 보다 더 큰 방사선량에

노출된다면 혹은 10
10
rad를 초과하는 감마선량에 노출된다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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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sdort 외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부 콘크리트는 중성자플루언스

5×1019ncm-2이하에 노출되더라도 강도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콘크리트에서는 5×1019ncm-2 보다 더 작은 강도의 중성자플루언스에

노출되더라도 강도저하가 발생하지만 평균적으로 중성자플루언스

1019ncm-2을 초과하면 콘크리트 강도 감소는 확연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Alexander[76]는 방사선과 고온에 가열되지 않은 시료와 1010rad의 감마선에

노출시킨 시료와의 강도변화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강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011rad을 초과하는 감마선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시료의 압축강도감소비는 약 25～60%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Gray[77]는 감마선과 콘크리트 인장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4×1010rad의 감마선에 노출된 시료와 control sample에 대한

인장강도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019ncm-2 중성자플루언스를 초과하는 방사선하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인장강도는 감소하며 이 감소율은 압축강도의 감소율보다 더욱 크다.

방사선 원자로의 방사선 차단용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영국시방서[78]를 검토해 보면 콘크리트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중성자

방사선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양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0.5×1018ncm-2 중성자 플루언스 이하는 특별히

방사선적 손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Concrete reactor vessel and

containments에 대한 미국 코드[79]에서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에 대한

방사선 한계를 10×10
20
ntv(또는 ncm

-2
)는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ungerfor[80]는 방사선 허용치를 넘어서면 콘크리트에는 방사선 피해가

발생하며 그 기준으로 속중성자는 1019ncm-2, 감마선인 경우는

1012rad정도라고 하였다.

방사선 차단과 관련된 기술요약서에서는[81] 방사선 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손상이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상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이유는 방사선 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위한 선속밀도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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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손상 원인을 발생하기 위한 선속밀도보다 다소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12ncm-2s-1의 선속밀도는 몇시간 내에 온도증가 발생의 원인이

발생한 온도증가는 콘크리트의 온도경사로 인하여 초과하는 열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012ncm-2s-1의 선속밀도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는 온도 상승이 일어나며 콘크리트의 경우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온도경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는 초과 열응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변하지 않는 선속밀도 1012ncm-2s-1가 1021ncm-2s 플루언스가

되기 위해서는 약 30년정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incident neutron flux density는 5×1019ncm-2s-1로

제한되어야하며 1MEV gamma ray에서는 4×1010gamma photons cm-2s-1로

제한되어야한다.

그림 4-2. 중성자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정규 압축강도 변화 (FcuFc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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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중성자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정규 인장강도 변화 (FcuFcuo)

그림 4-4. 감마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정규 압축 및 인장강도 변화 

(FcuFcuo)

다. 콘크리트 캐스크 안전기준 적용사례

콘크리트 캐스트의 구체적인 안전기준 적용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HOLTEC International에 의해 개발된 HI-STORM 100 시스템의 안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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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HI-STORM 100은 다양한 종류의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오버팩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고 최외각은 콘크리트의

열화현상 및 균열 방지를 위해 금속으로 피복되어 있는 방식(a hybrid type of

concrete and steel)이다.

HI-STORM 100 저장용 오버팩은 금속재 저장 및 수송용 오버팩 대신에

SNF를 소내에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HI-STORM 100 저장

오버팩은 구조적인 보호기능과 중성자 및 감마선 차폐기능 그리고

냉각기능(ventilation passage)을 제공한다. 구조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는

탄소강으로 제작되었으며 차폐기능은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확보하고 있다. 저장

오버팩은 HOLTEC HI-STAR 100 MPC의 피동적인 냉각이 가능하도록 대류에

의한 배기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오버팩은 원통형 금속재 outer shell, 두꺼운

금속재 받침판 및 볼트가 장착된 뚜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장 오버팩의

몸체를 인양할 수 있도록 4개의 제거 가능한 체결장치가 저장 오버팩 상부에

부착되어 있다. 운반용 오버팩은 핵연료가 장입된 MPC를 SFP에서 저장용

오버팩으로 이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HI-STAR 100이 SNF의 운반

및 저장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 반하여, HI-STORM 100은

핵연료의 저장목적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상이하다.

그림 4-5. MPC가 장전된 HI-STORM 100 overpack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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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M 100 OVERPACK 시스템 중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SAR 상에

적용된 인허가 기준에 대해 아래의 표 4-2과 표 4-3에 나타내었다.

1) 열적 안전성(Thermal Evaluation)

원자력 안전관련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정상 및 장기 운전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온도 제한조건을 따른다.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65℃를 넘지 말아야 하며, 일부 국부적인 영역에서 9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한편 사고시나 단기간 동안의 고온 노출도 177℃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하며, 배관파열로 인한 증기누설 등 일부 구간에 한해

343℃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된 후 구조물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가동하기 전에 이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온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경우에는, 관련 온도에 대한 콘크리트 거동

실험자료가 확보된 상태에 강도저감량을 확인함으로써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실험자료들은 고온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가 추가적인 열화거동을 보이지

않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증거물로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온도 제한치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정 타입의 콘크리트에 대한 경험상 더 높은 온도조건에의 노출도 일반적으로

현저한 압축강도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측결과는 시멘트와 골재

그리고 배합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되고, 더 높은 온도에 대한 콘크리트 실험

데이타가 부족함으로 코드해석 상에는 배제를 한다. 콘크리트의 온도가 상승시

인장강도와 탄성계수의 값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보다 일반적으로 저하되는

양이 크다. 따라서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를 이용한 구조해석의 경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시된 온도제한은 공기 중

온도나 혹은 콘크리트 내부 그리고 배관 등의 표면온도를 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온도 제한값을 나타낸다. 일부 제한구역 등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온도측정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전달 해석 등 합당한

외삽(extrapo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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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pplicable Limit or Reference

Density in overpack body(Minimum) 146 lb/ft3

Density in lid and pedestal 146 lb/ft3v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3,300psi(min.)

Compressive and Bearing Stress Limit Per ACI318-95

Cement Type and Mill Test Report
Type Ⅱ; Section 3.2 (ASTMC 
150)

Aggregate Type Section 3.3.1-3.3.3, ASTM C33

Nominal Maximum Aggregate Size 1-1/2(inch)

Water Quality Per Section 3.4

Material Testing Per Section 3.1.1 and 3.1.3

Admixtures Per Section 3.6.1, 3.6.2, 3.6.5

Maximum Water to Cement Ratio 0.5

Maximum Water Soluble Chloride Ion Cl 
in Concrete

1.00 percent by weight of 
cement

Concrete Quality
Per Section 4.1, 4.2 and 4.6 of 
ACI 349

Mixing and Placing Per Chapter 5 of ACI 349

Consolidation
Per Section 5.1, 5.2, 7.1 of ACI 
309-87

Quality Assurance
Per Holtec Quality Assurance 
Manual, 10CFR Part 72

Through-Thickness Section Average 
Temperature Limit Under Long Term 
Conditions

300°F(149℃)

Through-Thickness Section Average 
Temperature Limit Under Short Term 
Conditions

350°F(177℃)

Aggregate Maximum Value of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tangent in the range of 
70°F(21℃) to 100°F(38℃)

6E-06 inch/inch/°F
(NUREG-1536, 3.V.2

표 4-2. HI-STORM 100 캐스크의 Requirements for Plain Concrete



- 137 -

HI-STORM 100 

Component

Long Term, Normal 

Condition Design 

Temperature Limits

(Long-Term Events)(℉)

Off-Normal and Accident 

Condition Temperature 

Limits

(Short-Term Event)(℉)
MPC shell 500 (260℃) 775 (413℃)

MPC 725 (385℃) 950 (510℃)

MPC 800 (427℃) 950 (510℃)

MPC 550 (288℃) 775 (413℃)

MPC 400 (204℃) 775 (413℃)

MPC 400 (204℃) 775 (413℃)

MPC 725 (385℃) 950 (510℃)

HI-TRACT 400 (204℃) 600 (316℃)

HI-TRACT 350 (177℃) 700 (371℃)

HI-TRACT 400 (204℃) 700 (371℃)

HI-TRACT 400 (204℃) 700 (371℃)

HI-TRACT 350 (177℃) N/A 

HI-TRACT 350 (177℃) 700 (371℃)

HI-TRACT 350 (177℃) 700 (371℃)

HI-TRACT 300 (149℃) 350 (177℃)

HI-TRACT 307 (153℃) N/A

HI-TRACT 350 (177℃) 600 (316℃)
Remainder of 
HI-TRAC

350 (177℃) 700 (371℃)

Fuel Cladding 752 (400℃)

752(400℃) or 1058(57
0℃)(Short term 
operation)
1058(570℃)(Off-normal 
and Accident Conditions)

Overpack outer shell 350 (177℃) 600 (316℃)

Overpack concrete 300 (149℃) 350 (177℃)

Overpack inner shell 350 (177℃) 400 (204℃)

Overpack Lid Top 
and Bottom plate 450 (232℃) 550 (288℃)

표 4-3. HI-STORM 100 캐스크의 설계 기준온도



- 138 -

2) 방사선 차폐성능(Shielding Evaluation)

제안된 DCSS의 설계에는 10CFR72.104 및 10CFR72.106의 요건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방사선 차폐 및 격납특성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앞의 2.1장에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다. 10 CFR 72는 캐스크

시스템에 대하여 하나의 방사선적 안전규체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HI-STORM 100 시스템의 경우 최대 허용방사선량을 표면에서 135

mrem/hr로 제한하고 있으며, 내부 차폐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유입부와 유출부

환기구(inlet and outlet vent)에 대해서는 135 mrem/hr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스크 overpack의 상부에서 평균적인 방사선량 제한치는 60 mrem/hr 이하가

되게 유지하도록 설정하였다.

Boundary of Controlled Area(m) minimum 100

Normal and Off-Normal Conditions:

-Whole Body(mrem/yr) 25

-Thyroid(mrem/yr) 75

-Any Other Critical Organ(mrem/yr) 25

Design Basis Accident:

-TEDE(rem) 5

-DDE+CDE to any indivisual organ or 

tissue(other than lens of the eye)(rem)
50

-Lens dose equivalent(rem) 15

-Shallow dose equivalent to skin or any 

extremity(rem)
50

표 4-4. HI-STORM 100 시스템의 방사선 허용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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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물 열화기구 참조모델 분석

특히 해양환경 하의 원자력 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은 염해나 중성화, 혹은

황산염해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성능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건식저장시설 콘크리트

캐스크의 사용재료 및 외부환경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여러 가지 성능저하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배합설계에 따른

저항성의 검증 이외에 성능저하 과정을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열화모델의

개발은 이를 통한 적절한 내구수명의 확보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원전구조물 주변환경에 따른 성능저하 인자분석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건식저장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콘크리트는 원자로 관련시설의 건설과정에서 높은 강도와

차페성능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의 하나이다.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장기 저장을 위해서는 캐스크 기초, 오버팩 그리고 vault 등에

콘크리트가 사용되게 된다. 콘크리트 재료는 보통 수십 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나, 물리․화학적으로 불리한 환경조건에 노출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열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열화현상에는 1)동결융해, 2)염해와 탄산화로 인한 철근부식

그리고 3)칼슘침출, 4)방사화 그리고 5)열로 인한 피해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열화원인들은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콘크리트의 열화수명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아래의 그림 4-6에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열화요인에 대해 약

400여개의 문헌조사를 통해 물리적, 화학적 열화요인 별로 발생확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4-6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의 열화요인을 분석한 데이터로,

원전시설과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대부분이 해양 환경에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염해 및 부식의 의한 영향이 위의 확률 보다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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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열화요인 발생확률

재료 열화 열화인자 주요 증상

콘크

리트

물리

적인 

원인

Ÿ 균열

Ÿ 염의 결정화

Ÿ 동결융해

Ÿ 표면마모,침식,케비테이션

Ÿ 온도와 습도의 변화

Ÿ 방사화(Irradiation)

Ÿ 피로,진동

Ÿ 침하

§ 내구성 저하

§ 균열

§ 균열/스케일링/분해

§ 단면감소

§ 균열/spalling/강도,강성저하

§ 부피변화/균열

§ 균열

§ 균열/spalling/부등침하

화학

적인 

원인

Ÿ 침출

Ÿ 황산염 침식

Ÿ 지연 에트린자이트 형성

Ÿ 산/염기 침식

Ÿ 알칼리-골재 반응

Ÿ 반응성 물에 의한 반응

Ÿ 인산염 

Ÿ 생물학적 침식

§ 투수성 증가

§ 부피변화/균열

§ 부피변화/균열

§ 분해/spalling/침출

§ 분해/균열

§ 분해/

§ 표면 침적(deposits)

§ 투수성 증가/침식

표 4-5. 콘크리트 열화인자 및 주요 발생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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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원전구조물이 위치하는 지역에서의 주요 콘크리트 열화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염해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 가능성

염화물의 콘크리트 내로 침입하게 되면 내부의 높은 알칼리 상태를

산화조건으로 변화시켜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는 결국

철근부식을 가속화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부피 팽창압으로 콘크리트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4-7는 2006년, 2007년, 2008년과

1997～2008년까지의 우리나라(안면도, 고산, 울진, 울릉도의 평균 농도)의 이온

성분에 대한 분포도이며, 표 4-6은 2008년 관측지점별 연평균 이온 농도이다.

해염기원 이온 성분인 Na+, Cl-은 다른 이온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관측되었으며, 나머지 요소들은 다른 내륙지역과 비슷한 농도를 보였다.

따라서 국내 원전시설이 주로 해안지역에 위치함을 고려할 때, 염해에 의한

열화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7. 한반도의 평균 이온 성분 농도

표 4-6. 2008년 관측지점별 이온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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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산화에 의한 성능저하 가능성

콘크리트 내부의 높은 pH 조건이 외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산칼슘으로 변화되면서, 콘크리트에 중성화가 이루어져 철근부식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측정은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센터에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관련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다.

그림 4-8. 1999～2008년까지 월평균 CO 농도분포 변화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국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계절별로

변하고 있으며, 실제 시간대별로도 변하고 있다. 2008년 안면도의 CO2의

연평균 농도는 391.4 ppm으로 전 지구적 평균 농도인 384.9 ppm 보다 6.5

ppm 높게 나타났으며, 해마다 평균 CO2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증가로 인한 콘크리트 탄산화 현상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동결융해에 의한 성능저하

경화된 콘크리트의 공극 내에 있는 물리 동결되면 내부에 팽창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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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며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초과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수분이 동결할 때 약 9%의 체적팽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일평균기온이 5℃ 이하에서는 일최저기온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5～-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는 물/시멘트 비 및 혼화재료의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0.5～-2.0℃로 알려져 있어, 결국 이 기간에는 일부 지역에서

콘크리트의 동해에 의한 열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동결융해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전역이 동해에 의한

열화작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은 탄산화와 염해, 부식 및 동결융해가 주요

열화요인이며, 이 같은 요인은 국내의 기후조건과 원전구조물이 위치하는 곳이

해안지역임을 감안할 때 주요 열화요인이 동일하게 작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탄산화와 염해 그리고 동결융해가 주요 열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철근부식을 유도함으로써 콘크리트에 균열을 초래하는 열화현상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원자력 관련 콘크리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용후핵연료로부터의 방사선 및 높은 열로 인한 추가적인 열화요인이

존재함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열화의 물리적인 요인

콘크리트의 물리적인 열화에는 외부환경 요인과 콘크리트 인장강도 초과로

인한 균열 그리고 콘크리트 표면의 탈락 등과 같은 현상들이 포함되며, 여기서

하중초과로 인한 구조적인 균열생성은 콘크리트의 열화메카니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열화요인에는 앞의 그림 4-9에서와 같이 균열, 동결융해,

침식이나 방사화 그리고 온도변화 등이 존재하며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물리적

열화인 동결융해의 열화모델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온도 및 방사화에 의한

콘크리트의 영향은 4장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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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콘크리트 균열의 주요원인과 균열의 종류와의 관계

1) 동결융해

콘크리트의 온도나 습도, 수분, 탄산가스, 염분 및 각종 화학물질 등의

영향을 장기간 받음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내구성이 저하되어 간다. 그

중에서도 겨울철에 발생하는 동결융해 작요에 의한 내구성 저하는 콘크리트

열화작용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경화콘크리트의 동해란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이 0℃ 이하로 되었을 때의 동결팽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동결과 융해의 반복작용에 의해 콘크리트가 서서히 열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에 스케일링,

미세 균열 및 팝아웃(pop-out) 등의 형태로 열화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공 초기에 콘크리트가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에서 동결되어 압축강도 등의

성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초기동해라고 하며, 경화콘크리트의 동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동결융해 작용을 받아 콘크리트의 팽창압력이 인장강도를

넘었을 때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해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손상의 정도는 표면의 층 분리로부터 시작되어 구조물 내부로

진전되면서 국부적인 응력 집중을 유발하거나 구조물의 완전한 붕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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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손상을 유발한다.

그림 4-10. 동결융해에 의한 열화

1) 동해에 관한 열화모델

콘크리트의 동해열화 형태는 내부열화(internal frost attack),

스케일링(scaling), 팝아우트(pop-out), 3종류로 구분된다. 내부열화의 형태를

나타내는 동해로는 동결융해작용 하에 팽창수축을 일으켜, 열화를 받은

콘크리트는 융해 후에 변형이 잔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물에 실제

생기는 동해는 초기에는 거북이 상의 패턴 균열로 관찰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열화가 진행되면서 콘크리트의 박리, 붕괴 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열화진행 정도를 적절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어야 정량적인 판단에 의해

구조물의 잔존수명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에 있는

동해융해 관련 열화모델의 개발현황 및 구성원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1) Shuman 등의 경험적 모델

동해는 그 발생기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Shuman등은 ASTM C 666에 의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동결융해 반복회수, 물시멘트비, 연행공기량으로서 상대동탄성계수의 백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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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을 표현하는 경험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실험을 통한 경험적 결과로 볼 때

동결융해 반복회수가 50 이상일 때 동탄성계수의 변화는 거의 직선적으로

변화한다. 연간 성능저하량 R ft는 다음 식과 같이 강도감소의 상대량으로

표현된다.

 R ft = ( N
Tc

) ·[ ( 0.05θ 1/2 ) -0.21 ·T r ]      (식 4-1)

여기서, N : 동결융해반복횟수

Tc : 동탄성계수가 50%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θ : 콘크리트의 함수량

Tr : 콘크리트의 불포화된 공극량

콘크리트가 동결융해를 받는 동안 콘크리트는 임계포화(critically

saturated)되어있다고 가정된 모델로서, 이 가정은 예측대상 구조물이

연속적으로 물과 인접하여 포화된 상황에서 적용가능하다.

대부분의 콘크리트는 연속적으로 물에 인접하는 환경에 놓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모델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결작용을

받는 콘크리트가 임계포화될 확률을 평가하는 함수를 모델에 도입하거나

구조체 내의 물의 이동과 분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ASTM C 666의 급속동결융해시험법에 의한 추정은 동해를 받는 실제

구조물의 손상을 과대평가하고 수명을 과소평가한다.

(3) Defay 등의 모델

콘크리트의 동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의 동결이므로 콘크리트의

동해기구를 고려할 때는 큰 관심사로서 아직까지는 융점저하, 불동수층의

존재, 과냉각 현상에 있어서 많은 연구결과가 얻어지고 있다. 경화 시멘트

페이스트중의 물은 세공지름에 대응하여 그 동결점의 하강을 나타나는데,

지름이 작은 세공중의 물일수록 낮은 온도에서 동결된다는 것이 열역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Defay 등은 동결에 의한 화학 포텐셜의 변화(μ=-SdT)와

Kelvin 식을 조합시켜 다음 식과 같이 대기압 하에서의 동결온도와 세공지름의

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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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2 σM

ρΔH ln ( (T 0-ΔT)/T 0)
+ta (식 4-2)

여기서, r : 세공반경(Å) σ : 표면장력 (N/m)

M : 분자량(kg/mol) ρ : 물의 밀도(kg/m3)

T 0 : 순수의 동결점(K) ΔT : 동결점 하강(K)

ΔH : 용해의 잠열(J/mol) ta : 부동수층의 두께(Å)

식 중의 융해 잠열에 대해서는 온도 저하가 클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Radjy는 엔탈피(enthalpy) 측정결과부터 얻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ΔH=333.94+2.26T (식 4-3)

여기서, ΔH : 융해의 잠열(J/g) T : 온도(℃)

세공반경 식(4-2)의 표면장력 σ에는 물-얼음 경계면의 표면장력 또는

물-증기 경계면의 표면장력의 값이 사용되고 있는데, 물-얼음 경계면의

표면장력은 직접 측정되므로 이 값의 사용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Sellevold와 Radjy는 Vycor 그라스를 사용한 시험결과와 식(4-1)의 비교를

수행했는데, 동결과정에서는 물-증기 경계면의 표면장력, 융해과정에서는

물-얼음 경계면의 표면장력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공중에 생성한 얼음과 세공벽 간에는 부동수층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지만

그에 대해 미시적으로 해석하는 설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단,

계면화학측면에서는 얼음과 미립자가 직접 접촉하여 계면 에너지밀도보다도,

양자가 부동수를 중간에 갖고 접한 계면 자유 에너지밀도, 즉, 얼음과

부동수간의 계면 에너지 밀도와 부동수와 미립자간의 계면 에너지 밀도의

합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과냉각현상 하의 물은 급격히 동결하는데 이때의 얼음 결정 성장속도는

James, Hillig, Hallet, Yang and Good 등에 의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측정되어 과냉각도에 대한 지수함수가 기술되었다.

v=A(ΔT)m (식 4-4)

여기서, v : 얼음 결정의 성장속도(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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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T : 과냉각도(℃)

A,m : 상수

식(4-4) 중의 지수 m은 실험결과에 따라 1.3～2.2 사이에서 변화하고,

Hillig, Turnbull에 의한 그라스관 내에서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A,m 각각 0.16

및 1.7인 것으로 나타나, 과냉각도의 증가에 따라 얼음 결정의 성장속도가

급격히 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용액의 농도가 0.1N일 때까지 전해질의 세공지름에도, 결정화의

운동론에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용질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결정화 속도는

감소한다. 하지만 과냉각수의 동결에 필요한 핵생성의 빈도와 과냉각도의

관계는 정량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공내의 수분 융점강하,

과냉각현상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실정이다.

다. 콘크리트의 열화의 화학적인 요인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된 콘크리트는 외부의 다양한

대기조건이나 물 그리고 지중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양호한 내구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정 화학적인 유해환경에의 노출은 고품질의 콘크리트일 지라도

콘크리트 부재의 사용수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콘크리트의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농도가 물에 용해된 상태이어야 하고

수분이 증발하였을 때, 특정 임계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이 같은

화학적인 열화작용에 대한 저항성은 유해물질의 온도와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 그리고 사용된 시멘트의 종류, 투수성, 콘크리트의 건습 반복정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화학적인 열화는 콘크리트 내의 시멘트나 골재 혹은 철근과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열화는 콘크리트 표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일정농도 그리고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콘크리트 부재

유효단면적 감소로 부재 전체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학적인 열화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물과 시멘트 페이스트

사이의 수화, (2) 유해물질과 시멘트 페이스트 사이의 양이온 교환반응(cation

exchange reaction), (3) 팽창성 물질을 형성하는 화학적 반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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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트린자이트). 콘크리트의 화학적인 열화는 아래 그림 4-11과 같이 해양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82].

그림 4-11. 콘크리트의 열화를 초래하는 화학적인 반응의 종류

1) 염해

염소이온의 콘크리트 침투는 그동안 대표적인 화학적인 열화요인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은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해양 환경

하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열화는 주로 염소이온 침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83].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는 콘크리트중의 강재 부식이 염화물 이온의 존재에

의해 촉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열화를 촉진시키는 염화물 이온은 해수,

동결방지제, 제설제 등과 같이 구조물의 외부환경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와,

콘크리트 제조시 재료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동결방지제는

NaCl계이고, 제설제는 CaCl2계를 말한다. 전자는 수용시의 동결점 하강에 의해

동결온도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수용시에 발열반응을 일으키므로

융빙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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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의 부식시작 부식균열의 발생

잠복기 진전기 가속기 열화기 시간

구

조

물

(

부

재

(

의

열

화

(ARS, 화학적 부식, 동해)

균열의 조기발생
균열진전의 촉진 

단일연화복합열화

잠복기의 촉진

(중성화, ARS, 화학적부식, 동해)

세공용액의 pH의 저하

염화물 이온의 농축, 이온촉진

 가속기의 촉진진전기

그림 4-12. 염해열화의 진행과정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에 의한 성능저하개념은 그림 4-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강재의 부식이 시작할 때까지의 잠복기, 부식시작부터 부식균열 발생할

때까지의 진전기, 부식균열의 영향으로 부식속도가 대폭으로 증가하는 가속기,

그리고 강재의 단면감소를 대폭으로 일으키는 열화기 등 과정으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강재위치에서 부식임계농도 도달 후 가속기를 거쳐

실체 파괴가 일러날 때까지의 시간은 부식 임계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에

비해 훨씬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염소이온이 표면부터

내부로 확산․이동하여 강재위치에서 부식임계농도까지 도달하는 모델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1) 일반적인 모델

Tuutti29)는 부식이 전혀 없는 휴지기(initiation period)를 거친 후에 비로소

부식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그는 중성화에 의한 부식은

고려하지 않고 염소이온의 확산만을 고려하였음으로, 이 모델에서의

휴지기간은 오직 확산정도와 부식이 시작되는 염소이온의 농도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차원 확산과정은 다음의 Fick의 2법칙인 확산법칙을 따른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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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

∂t
= D

∂ 2C f

∂x2 (식 4-5)

여기서, D : 확산계수(diffusion coefficient)

x : 확산거리

t : 확산시간

이때, 염소이온은 시멘트의 수화반응물질인 tricalcium

aluminate(3CaO․Al2O3, C3A)와 반응하여 화학적으로 구속되거나 반델발스

힘에 의해 간극표면에 물리적으로 구속되므로 자유로운 염소이온과 구속된

염소이온의 두 가지 성분을 갖게 된다. Tuutti는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선형관계로 가정했다.

C b = R․C f (식 4-6)

여기서, Cb : 구속된 염소이온의 농도 (concentration of bounded chloride

ion)

Cf : 자유로운 염소이온의 농도 (concentration of free chloride

ion)

R : 비례상수

따라서, 전체 염소이온의 확산방정식은 다음 식(4-7)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

∂C
∂t

=
D

1+R
∂ 2C
∂x2 = D eff

∂ 2C
∂x2 (식 4-7)

여기서, D/(1+R) = Deff : 유효확산계수(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

식(4-7)으로부터 철근 위치에서의 염소이온의 농도가 철근의 부식이

시작되는 염소이온의 농도, 즉 부식시작농도(threshold concentration)에 이르는

시간을 구함으로써 휴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4-13은 콘크리트의 덮개,

내부공극의 염소이온농도, 표면의 염소이온농도, 콘크리트의 투수성의 영향에

의한 휴지기간의 계산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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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utti는 그의 모델을 이용하여 내구연한을 예측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그림 4-14와 같다. Tuutti는 모델에서의 각

변수값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추천사항과 사용 가능한 변수값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부터 구조물의 내구년한을 반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13. 콘크리트의 덮개, 내부공극의 염소이온농도, 표면의 

염소이온농도, 콘크리트의 투수성이 휴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1단계 자료의 축적 재료,구조, 환경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한다.

2단계 휴지기간 산정
확산율과 철근의 부식시작농도에
관한 실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휴
지기간을 산정한다.

3단계 부식발생율 산정 부식활성기에서의 부식발생율을
산정한다.

4단계 파괴 부식량 결정 파괴를 유발하는 철근의 부식량을
결정한다.

5단계 내구년한 예측

그림 4-14. Tuutti 모델에 의한 내구년한의 예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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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owne의 모델

Browne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콘크리트 표면에 도입되는 염소이온의

농도와 염소이온의 확산계수가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Tuutti

모델을 적용하여 부식발생시점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정하면,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t=0, C(x,0)=C i

x=0, C(0,t)=C 0

여기서, C 0 : 콘크리트 의 염소이온 농도

C i : 콘크리트 내부의 염소이온농도

C = C(x,t) : 시간 t, 거리 x에서의 염소이온농도

따라서, 식(1.4.21)의 1차원 확산방정식의 일반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x,t) = C i+(C 0-C i)⋅er f( x
2 D eff⋅t ) (식 4-8)

여기서, erf는 에러함수이다. 식(4-8)에 의해 결정되는 염소이온의

농도분포는 그림 4-15와 같이 포물선형태의 곡선을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Tuutti의 가정에 따르면, 휴지기는 철근위치에서의 염소이온

농도가 임계치, 즉 부식임계농도에 도달할 때 끝나고 이후 부식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부식발생시간 tp는 부식임계농도를 C cr , 철근까지의 깊이(피복두께)를

d라 할 때의 시간이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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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염소이온 profile의 예측(Browne 모델)

C cr = C i+(C 0-C i)⋅er fc( d
2 D eff⋅t p

) (식 4-9)

여기서, η = erfc -1 ( C cr-C i

C 0-C i
)라 정의하면, 부식발생시간 tp는

t p =
d 2

4⋅η D eff
(식 4-10)

이 된다.

일반적으로 휴지기는 부식이 활성화되는 기간에 비해 매우 길다. 예를 들어,

교량상판의 경우 휴지기간이 부식활성기간에 비해 약 5배 이상 더 길다. 이를

근거로 Clifton31)등은 이 휴지기간을 최소 내구년한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내구년한 tp는 다음 식 1.4.23과 같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는 확산계수를 상수로 표현하고 있어서 재령, 양생온도,

상대습도, 온도 등에 따른 확산계수의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확산계수의 변동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3) Bazant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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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에 깊이 잠긴 콘크리트의 철근 부식에 대한 내구년한을 예측하는

Tuutti 모델과 유사하지만, 좀 더 복잡한 모델이 Bazant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그림 4-16과 같은 부식과정을 염소이온만의 확산이 아니라 공극

속에서의 모세관수(capillary water)의 확산 및 대류현상과 이에 따른 산소와

염소이온의 확산, 철근 표면에서의 제이산화철(ferrous hydroxide, Fe(OH)2)의

확산, 공극의 전해질을 통과하는 전류의 흐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각 물질의 이동은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w

∂t
+∇Jw+ wḣ = 0 (식 4-11a)

∂C o

∂t
+∇Jo - Jw∇C o+ m ȯ = 0 (식 4-11b)

∂C c

∂t
+∇Jc - Jw∇C c = 0 (식 4-11c)

∂C f

∂t
+∇Jf - Jw∇C f + m ḟ = 0 (식 4-11d)

여기서, C w, C o, C c, C f : 각각 물, 산소, 염소이온, 제이산화철의 농도

(kg/m3)

J w, J o, J c, J f : 각각 물, 산소, 염소이온, 제이산화철의 mass

flux

wḣ : 수화작용이 진전됨에 따라 줄어드는 모세관수의 감소율

m ḟ=-kfr m r ̇ : 화학반응(양극)에 의한 제이산화철의 증가 혹은

감소율

m o ̇=-kor m r ̇ : 화학반응(음극)에 의한 산소의 증가 혹은 감소율

m r ̇=Z rC fC o : 반응동역학에 의한 음극에서의 녹(rust) 의 발생율

Z r =Z․e -U/RT

Z : 충돌상수(collis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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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활성에너지(activation energy)상수

R : 기체상수

T : 절대온도

kfr : 제이산화철의 소모와 녹의 발생과 관련된 상수

kor : 산소의 소모와 녹의 발생과 관련된 상수

그림 4-16. 부식과 관련된 주요과정(a-c), 녹의 발생으로 인한 균열   

발생부에서의 힘의 평형(d-e), 이상화된 부식문제를 다루는 영역(f)

각 물질의 flux는 Fick의 확산 제1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Jw = -Dw∇Cw (식 4-12a)

Jo = -D o ∇C o (식 4-12b)

Jc = -D c ∇C c (식 4-12c)

Jf = -D f ∇C f (식 4-12d)

여기서, D w, D o, D c, D f : 각각 물, 산소, 염소이온, 제이산화철의

확산계수

그리고 염소이온의 확산은 구속되는 염소이온의 양( C cb)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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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C c≥C cb, Jc = -D c (C c-C cb) - D c∇φ

C c≤C cb, Jc = 0 (식 4-13)

여기서, C cb는 구속된 염소이온의 농도이고, φ는 전해질에서의 전위차이다.

이 식은 염소이온이 전기장에 의해 이동한다는 사실로부터 유도한 것이다.

이상의 관계로부터 Bazant는 전체적인 부식현상을 이론으로부터 논리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그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 그는 몇 가지 가정으로 균열발생시점까지의

내구년한을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2,100년(산소공급이 활발한 경우)에서

15,000년(산소공급이 적은 경우)정도로 거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가정과 변수의 산정이 뒷받침되어야만

좀 더 정확한 내구년한의 산정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Bazant는 개략적으로 휴지기간을 계산하는 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Clifton 등의 방법과 유사하지만, 염소이온의 확산을 에러함수가 아닌

확산깊이에 대한 포물선식으로 근사한 것이다. 즉, 확산깊이 z = H(t)라고 할

때, 염소이온의 농도는 다음 식과 같은 포물선 분포를 갖는다.

C c = C 0 (1 - z
H )

2

, z ≤ H (식 4-14)

여기서, z : 깊이

H(t) : 시간 t에서의 확산깊이

C0 : 표면에서의 염소이온의 농도

또, 콘크리트 표면에서 염소이온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C c

∂z
=

2C 0

H
(식 4-15)

따라서, 염소이온의 총량 Mc는

Mc = ⌠
⌡

H

0
C cdz = C 0

H
3

(식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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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z=0에서의 염소이온의 flux는 dM/dt와 같으므로,

Jc = D c

∂C c

∂z
=

2D cC 0

H
=

dH
dt ( C 0

3 ) (식 4-17)

∴ H = 12D ct 이고, t =
H2

12D c
(식 4-18)

휴지기간은 콘크리트 덮개(x)에서 염소이온의 농도(Cc)가

부식시작농도(Ct)에 이를 때이므로, 따라서 식 1.4.27로부터 다음과 같이

휴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tINIT =
1

12D c
( x
1- C t/C 0

)
2

(식 4-19)

여기서, tINIT : 휴지기간

4) Stratfull과 Clear의 경험적인 예측모델

Stratfull은 미국 California주의 교량부식에 관한 연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실측자료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인 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tLT =
1011․10 0.0442cc 0.717x1.22

C0.42
0 w1.17

m

(식 4-20)

여기서, tLT : 콘크리트의 파괴연수(years)

c : 콘크리트의 단위시멘트량(sacks/yd3,1sack=20lb)

x : 콘크리트 덮개(inches)

C 0 : 염수의 염소이온 농도(ppm)

wm : 콘크리트의 체적에서 배합수의 체적율(%)

이 모델에서는 콘크리트가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파괴의 한계상태로

정의하였다. Clear는 철근콘크리트슬래브에 3% 염화나트륨용액을 830일 동안

가한 부식 측정자료로부터 위의 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tLT =
129․ x1.22

C0.42
0 w/c

(식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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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c : 물시멘트비

이 두 모델은 모두 염소이온에 의한 철근의 부식에서 물시멘트비가 가장

중요한 내부식성 결정요인이라 보고 있으며, 부식을 유발하는

시간(휴지기)이나 부식발생율의 예측은 불가능하다.

5) Amey의 모델

1988년 Amey 등은 표면염화물량을 상수로 가정하여 부식개시 시기를

예측하는 Brown 및 Clifton의 방법과는 달리 노출환경별로 표면염화물량을

선형( C(t)=kt)과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 C(t)=k t)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해를 제시하였다. 식(4-22)는 표면염화물량을 선형으로 가정한 경우의

해이며, 식(4-23)은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경우의 해이다.

C(x,t) = kt{ (1+ x 2

2Dt )er fc(
x

2 dt )- ( x
πDt )exp (- x 2

4Dt )} (식 4-22)

C(x,t) = k t{ exp ( -x 2

4Dt )-( x π
2 Dt )er fc(

t
2πD )} (식 4-23)

그러나 Amey 등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장

구조물로부터의 염화물 측정결과 비교와 장기간의 폭로 실험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6) Mangat and Molly(1994), Maage(1996) 등의 모델

위의 연구자들은 콘크리트의 성숙도에 따른 확산계수의 시간의존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확산계수를 시간에 대한 멱함수 형태의 함수로 생각하였다.

D app=D it
-m (식 4-24)

여기서, D app :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 cm
2/s ]

D i : Diffusion coefficient at t = 1second

m과 D i 값들은 실험 data들의 선형회귀분석에 의해 구해진다.

Fick의 제2확산법칙을 이용한 콘크리트 내 염소이온농도의 장기

예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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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

= (D i t
-m)

∂ 2C

∂x 2 (식 4-25)

위 식을 풀면 염소이온의 확산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C=C s





1 - erf





x

2
D i

1-m
t 1-m












(식 4-26)

또한, Mangat와 Molly는 시편의 물시멘트비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m과 물시멘트비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m=2.5(w/c)-0.6 (식 4-27)

Mangat와 Molly가 제시한 모델은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시간의존성을

고려함으로서 장기 염소이온 침투시의 오차를 어느 정도 줄였다고 본다.

그러나 표면염소이온농도의 시간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염소이온 침투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7) Uji(1990), Lin(1990), Mejlbro(1996) 등의 모델

Uji, Lin, Mejlbro 등은 확산계수와 표면염소이온농도를 시간에 대한 멱함수,

지수함수 등의 형태를 사용하여 이를 확산지배방정식의 Fick의 제2확산법칙의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으로 사용함으로써 염소이온의 확산방정식의 정해를

구하였다.

그들은 먼저,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일반해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하였다. 즉,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염소이온 농도와 확산계수는 오직 시간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염해환경으로의 노출개시 시간에서의

염소이온 농도는 내부염소이온으로 일정하다. 이러한 가정을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
∂t

= D ( t )
∂ 2C
∂x2 , x > 0, t > tex (식 4-28a)

C ( x,tex ) = C i, x ≥ 0 (식 4-28b)

C ( 0,t ) = C i + ϕ ( t ), t ≥ tex (식 4-28c)

Lim
x→+∞

C ( x,t ) = C i, t ≥ tex (식 4-28d)



- 161 -

여기서 t ex는 염해환경에서의 노출개시시간이며 ϕ( t)와 D(t)는 미분 가능한

연속적인 함수로 시간에 따른 확산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C i는 내부의

구속염소이온의 농도이다.

확산계수 D와 표면염소이온농도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시간함수로

표현했다.

D(t) = D m( tm
t )

α

(식 4-29)

C(0,t) = C i+S․ { ( t-tex)․D a(t) }
p (식 4-30)

S =
C(0,tm)

( ( tm-tex)D a(tm ))
p (식 4-31)

여기서, m의 의미는 측정(measurement)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Dm과

C (0,tm )는 임의 측정시간에서의 확산계수와 표면염소이온농도를 나타낸다.

α와 p는 콘크리트의 조성 및 환경조건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위 경계조건으로 구한 염소이온 확산방정식의 정해는 다음과 같다.

C ( x,t ) = C i+[ C (0,t)-C i ]․Ψ p(u) (식 4-32)

Ψ p(u) = ∑
+∞

n=0

1
( 2n)!

p ( n)(2u) 2n

-
Γ(p+1)

Γ( p+ 1
2 )

∑
+∞

n=0

1
(2n+1)! (p- 1

2 )
( n )

(2u) 2n +1

(식 4-33)

식(4-33)은 p의 값이 0, 0.5, 1인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표현된다.

 p=0, Ψ 0(u) = er fc(u ) (식 4-34a)

 p=0.5, Ψ 0.5(u) = exp(-u 2)- π⋅u⋅erfc(u) (식 4-34b)

 p=1, Ψ 1(u) = (1+2u 2)er fc(u)-
2u
π

exp(-u 2) (식 4-3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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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Ψ p(u )을 간편히 계산하기 위해 Mejlbro는 다음과 같은 간략식을

제시하였다.

Ψ p(u) ≈ (1- u
1.66+0.3p )

2+2p

(식 4-35)

위의 근사식은 p와 u의 값이 오차범위 10%에서 0≤ p≤1, 의

범 0≤ u ≤1.1위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에서 구한 Mejlbro에 의해 얻어진 염소이온 확산방정식의 정해는

지금까지의 어느 모델보다도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해 염소이온

침투를 예측한다면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수식이

너무 복잡하고 또한 서로 다른 시간에서의 여러 번의 실험 data가 있어야만

확산계수와 표면염소이온농도의 시간의존성 계수인 p와 α를 구할 수 있다.

8) Coasta and Appleton 등의 모델

Coasta와 Appleton은 콘크리트를 배합조건과 조수간만대, 대기부 등의

노출환경을 달리 하여 콘크리트의 확산계수와 표면염소이온농도의

시간의존성을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사용하였다.

D(t) =D 1t
-m (식 4-36)

C s(t)=C 1t
n (식 4-37)

위 식에서 확산계수는 Mangat 나 Maage 등이 제시한 확산계수 식과 같은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표면염소이온농도 역시 시간 t의 멱함수 형태를

사용하였다. 위 식에서 D 1과 C 1 노출시간이 1년 경과했을 때의 확산계수와

표면염소이온농도이다. 각 파라메터들은 배합과 노출조건에 따라 실험

자료들로부터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어진다.

Coasta와 Appleton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확산계수와 표면염소이온농도의

시간 식을 Tuutti와 Brown에 의해 제시된 식에 직접 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염소이온 확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C(x,t)=C 1 t
n[1-erf( x

2 D 1t
1-m )] 식 4-(38)

위 식을 사용함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염소이온 침투 예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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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계수와 표면염소이온농도의 시간의존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폭로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Browne의 모델에 콘크리트의

확산계수와 표면염소이온농도의 시간의존성을 고려함으로 비교적 정확하며,

다른 모델에 비교해 간단한 식의 형태를 가진다.

2) 탄산화

탄산화는 철근에 일정한 부식조건을 유발하고 이는 콘크리트 부재 내의

균열생성을 가속화함으로써 구조물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철근 표면의 부동태 피막을 파괴함으로써 pH를 낮추어 철근이 부식이

발생하도록 유발하며, 이는 결국 부피팽창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균열을 유발한다. 탄산화는 일반적으로 건조한 상태에서 빠르게 발생하는데,

이는 습윤한 조건에서는 물이 콘크리트 내의 공극을 차단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투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의 탄산화는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흡수를 낮추고, 염소이온의 콘크리트 내부확산을 감소하며, 그리고 황산염

침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콘크리트의 위 같은 화학적 침식요인들에 대한 흡수경향이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콘크리트의 탄산화로 기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몇몇 수학적 모델들이 개발된 바 있다.

염소이온에 의한 철근부식(Clifton 모델 등)의 경우와 같이 탄산화깊이가

철근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 시간을 부식의 발생시점으로 볼 수 있고 이 시간을

최소 내구년한이라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탄산화깊이를 예측하는

기존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탄산화 예측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한다.

1) 일반적인 탄산화 깊이 모델

시간과 탄산화깊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고전적인 모델은 Fick의

확산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콘크리트 층을 통해 내부로 침투하는 CO 2의

양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dq = D cA 0

(C 1-C 2)

x
dt (식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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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q : 확산하는 CO2의 양(kg)

x : 깊이(m)

t : 시간(s)

A 0 : 통과단면적(m
2)

D c: 주어진 콘크리트의 구성요인과 함수상태에 따른 CO 2의

확산계수( m 2/s)

C 1-C 2 : 공기와 탄산화전면의 CO 2의 농도차이( kg/m 3)

a : 알칼리물질의 양( kg/m 3)

또,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물질(a)을 탄산화하는데 필요한 CO 2의 양은

다음과 같다.

dq = a․dV = a․A 0․dx (식 4-40)

여기서, dV : 콘크리트의 부피(m3)

식(4-40)를 식(4-39)에 대입하면,

a․A 0․dx = D cA 0

(C 1-C 2)

x
dt (식 4-41)

∴ x․dx =
D c

a
(C 1-C 2) dt (식 4-42)

만일, D c와 C 1-C 2가 시간(t)과 깊이(x)에 대해 상수라면 식(4-42)로부터

중성화깊이( xc)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xc =
2D c

a
(C 1 - C 2) t (식 4-43)

그러나 이 모델은 건습이 반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고,

유도과정에서 확산계수와 CO 2의 농도를 시간과 깊이에 대해 상수로 가정하고

있어서 탄산화에 의한 철근의 부식을 주요관점으로 하는 실제문제에서는

부정확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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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hiessl의 모델

중성화는 탄산화 전면의 CO 2의 확산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므로

탄산화깊이는 콘크리트 덮개에서의 기체의 침투성(air permeability)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콘크리트 덮개의 기체침투저항성은 곧 CO 2의 확산계수( D c)로

표현되는데 이 확산계수는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배합특성이나 양생조건

뿐만 아니라 기후의 변화(상대습도의 변화 등), 깊이와 재령에 따른

미세간극구조의 변화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해야만 보다

정확한 탄산화깊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예로,

Schiessel은 콘크리트의 탄산화가 내부로 진전되면서 내부의 함수상태가

변화함에 따른 D c의 변화를 고려한 수정된 모델을 제안하였다.

Schiessel에 의하면 식(4-39)와 식(4-40)는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dq = DB,A (1-f․x) A 0

(C 1-C 2)

x
dt (식 4-44)

dqA = a․A 0․dx (식 4-45)

dqB = b․A 0․dt (식 4-46)

여기서, DB,A : 재령 90일에서의 확산계수

f : 깊이에 따른 D의 감소를 나타내는 계수

a : 콘크리트 내 알칼리물질의 양

b : 콘크리트 내부로 확산하는 알칼리물질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탄산화 지연(retardation) 계수

즉, 그는 깊이에 따라 확산계수가 감소하여 탄산화가 느려지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f, b등의 계수를 도입하였다. 식(4-44)과 식(4-46)에 의해

결과적으로 탄산화는 다음과 같이 휴지상태(standstill)로 결정된다.

xc =
DB,A(C 1-C 2)

b1

(식 4-47)

여기서, b1 = b + f․DB,A(C 1-C 2) : 탄산화 지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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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알칼리물질의 확산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함수상태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f에 의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D B,A⋅(C 1-C 2)가 지배적인 영향인자라면,

최대탄산화깊이는 다음과 같다.(단, 일반적으로 C 2(탄산화 전면의 CO 2농도)는

0으로 가정할 수 있다.)

xmax =
2DB,A(C 1-C 2)

a
t (식 4-48)

3) Rijnen의 모델

콘크리트가 건습이 반복될 경우를 고려한 새로운 탄산화모델이 Rijnen등에

의해 계발되었다. 이 모델은 CO 2의 확산 뿐만 아니라 물의 확산까지 고려하여

Fick의 확산법칙을 적용하였고 콘크리트가 습한 상태일 때는 탄산화는 거의

무시할 만하므로 최대탄산화깊이는 증발깊이 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

Fick의 확산법칙에 따라 CO 2와 물의 확산은 각각 다음 두 식에 의해

결정된다.(식(4-43)의 유도과정과 동일하다.)

x = A t (식 4-49)

x = B t (식 4-50)

여기서, A =
2D c

a
(C 1-C 2) , B =

2Dv

wv

(C 3-C 4)

a : 콘크리트 내의 알칼리물질의 양

wv : 콘크리트로부터 증발하는 수분의 양

D c : 어느 특정 함수분포에서의 CO 2의 유효확산계수

Dv : 어느 특정 함수분포에서의 수분증발에 대한 유효확산계수

C 1-C 2: 공기와 탄산화 전면에서의 CO 2의 농도차

C 3-C 4 : 공기와 증발깊이 전면에서의 수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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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습이 반복되는 동안 탄산화의 깊이는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xc = A t1 + A t2 - ( x1

B )
2

+……+ A tn - ( xn -1

B )
2

(식 4-51)

여기서, xc : 탄산화깊이

tn : n번째 건조기의 지속시간

xn : n번째 건조기가 끝난 후의 탄산화 깊이

(x n-1/B) 2은 (n-1)번째 건조기이후의 탄산화깊이까지 수분이 증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만약 콘크리트가 계속 건조한 상태라면 이 모델은 식

(4-43)나 식 (4-49)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건습이 반복된다면

탄산화깊이는 식 (4-51)을 따르고 그 한계값은 증발깊이 보다는 클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n번째 건조기에서의 증발깊이가 곧 한계값 x lim가 된다.

tn - ( xn-1

B )
2

= 0 일때 , x lim = B tn (식 4-52)

또, 만약 콘크리트가 계속 습한 상태라면, t=0이므로 x c=0가 된다. 따라서,

이 모델에 의한 탄산화깊이의 예측은 다음 그림 4-17에 나타나 있는 Wierig의

실험결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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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콘크리트 내부 수분의 상태에 따른 탄산화속도의 영향

4) 하마다와 키시타니의 모델

하마다는 1907년 사노우가 시작한 자연폭로실험의 30년 후 조사결과 및

하마다의 촉진시험과 자연폭로시험 결과와 약간의 이론적 고찰로부터 다음의

식을 제안하였다.

t =
k
R

C 2 (식 4-53)

여기서, k= 0.3(1.15+3x)/(x-0.25) 2

t : C까지 탄산화하는 기간(년)

x : 물-시멘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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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타산화비율(= ν cν aνs)

νc : 시멘트 종류에 따른 정수

νa : 골재 종류에 따른 정수

νs : 표면활성제 종류에 따른 정수

C : 탄산화 깊이(cm)

키시타니는 위의 하마다식을 기초로 하여 보다 상세한 촉진 및

자연폭로시험결과를 추가하여 다음 식을 제안하였다. 이식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탄산화 모델식이다.

t =
0.3(1.15+3x)
R 2(x-0.25) 2 C 2 ( x≥0.6) (식 4-54)

t =
7.2

R 2(4.6x-1.76) 2 C 2 ( x≤0.6) (식 4-55)

여기서, t : C까지 탄산화하는 기간(년)

x : 강도상 물-시멘트비

C : 탄산화 깊이(cm)

R : 탄산화 비율

3) 황산염해

황산염해에 의한 피해는 콘크리트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콘크리트 내부 열화요인은 콘크리트를 배합할 당시에 hydraulic cement나

골재의 gypsum과 pyrite 그리고 환화제 등에 포함된 황산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외부요인으로는 지하수나 바닷물 혹은 비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염으로 인해 발생한다. 황산염해의 정도는 물의 투수성 및 황산염의 농도와

종류에 의존하게 된다. 경화된 콘크리트의 황산염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발생한다. 하나는 경화된 콘크리트 내에서 팽창성의 성질이 있는

에트린자이트나 석고(gypsum)의 형성으로 이는 콘크리트 내에 균열이나 표면

박리를 초래한다. 다른 하나는 황산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콘크리트

수화생성물의 해리나 분해이다. 이로 인해 결국 콘크리트는 표면이 박리되고

균열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콘크리트의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지하수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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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의 황산염의 농도는 콘크리트가 황산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 중 황산마그네슘이 황산나트륨 보다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산염

이온과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 사이의 중요 화학적 반응은 (1) 에트린자이트의

재결정화와 (2) 칼슘 설포알루미네이트의 형성, (3) CSH(Calcium Silicate

Hydrate)의 탈칼슘화이다[85].

그림 4-18. Concrete cracking due to sulfate attack

1) 황산염에 관한 열화모델

황산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는 그 메커니즘의 규명에 착안점을

두고 수행해왔다. 열화모델에 대해서는 연구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황산염에 의한 기초적

열화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황산염에 관한 모델의 분석

Atkinson, Hearne(1984) 등은 황산염 침해와 관련된 실험적인 식을

발표하였다. 실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는 1981년 Harrison과

Teychenne에 의한 Northwick Park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였다.

0.19M의 Na 2SO 4 용액에 5년간 침전시킨 블록의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시멘트의 loss는 42mm였다. 입방체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침해 깊이는 시간에

선형으로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침해속도는 용액중의 황산염 농도와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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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C 3A의 양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MgSO 4용액 중에서의 침해

깊이는 황산나트륨 용액에 비해 약 2배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8%의 C 3A를

함유한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OPC)에 의한 침해깊이가 가장 컸으므로, 이를

참조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들 가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되었다.

xc =
4.2
5

C a

8

(Mg2++SO2-
4 )

0.19
t

= 0.55C a(Mg2++SO2-
4 )t

(식 4-56)

여기서, xc : 시편의 성능저하깊이(cm)

C a : 시멘트의 tricalcium aluminate의 중량비(%)

Mg 2+, SO2+
4 : 각각 용액속의 마그네슘과 황산염의 분자농도

(mol/l)

t : 시편의 침지시간 (years)

이 실험에서 황산염해를 받는 시편의 성능저하깊이의 편차는 평균 30%

정도이다. 식 (4-56)로부터 산정한 성능저하는 현장실험으로 입증되었고, 5년간

황산염해를 받은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깊이는 0.8～2cm의 범위에 있다.

따라서, 이 식은 기지의 황산염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을 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5～12%의 C 3A를 함유한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콘크리트의 내구년한은 180～800년이며 일반적으로 400년의 내구년한을 산정

할 수 있다. 1.2%의 C 3A를 함유한 내황산염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최소

내구연한은 700년 이상으로 예상내구년한은 2500년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1m 두께를 가지는 콘크리트의 단면이 X spall = 50cm인 성능저하가

유발되는 시점까지를 내구년한으로 간주한 것이고 단기의 실험으로 산정된

경험식에 선형보간법을 적용하여 얻은 것이다.

Atkinson 등은 43년간 점토질토양의 지하수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의 정도를 관찰하여 식 (4-56)의 적용성을 입증하는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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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황산염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성능저하깊이가 1cm정도 더

발생하였고, C 3A의 함유량에 기초한 식 3.4.78은 1～9cm 범위의

성능저하깊이를 예측하는데 유용함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이 식은 황산염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 또는 과대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단지 시멘트의

C 3A함량만으로 표현하고 있어 혼화재료나 기타 배합특성에 따른

황산염저항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Shuman등은 식 (4-56)을 다음 식 (4-57)과 같이 보정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는

황산염이온의 콘크리트내 확산계수 D t를 도입함으로써 배합특성별

황산염저항성을 황산염이온의 확산저항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D t=3×10 -7 cm 2/s일 때 식 (4-57)은, 식 (4-56)과 같아진다.

xc = 1.86×10 6 C a․(Mg2++SO 4
2+) D t․ t (식 4-57)

여기서, Dt : 콘크리트내 황산염 이온의 확산계수

이 식은 성능저하깊이가 확산계수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황산염이온의 확산계수를 측정한 J.W.T. Sprinks등의

실험에서는 그 값을 6×10 - 14m 2/s로 제안하여 확산계수값을

3×10 - 7cm 2/s(3×10 - 11m 2/s)로 사용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한편, Rasmuson등은 환산염 Shrinking core model을 제사하였다. 중심부

수축 모델은 경계조건이 변화하지만 경계의 변화속도가 이동속도보다 작은

경우 화학공학에서 사용되어왔다. 경계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질량 이동

과정은 항상 정상상태와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종종 정지상태의

연속으로 언급된다.

황산염 침해의 경우, 황산염 이온이 풍화된 콘크리트를 통해 내부에

손상되지 않은 물질과의 경계까지 침투한다고 가정한다. 경계면에서 황산염

이온은 C 3A의 수화물과 반응하여 불용해성 고체(에트린가이트)를 형성한다.

질량이동식(mass transport equations)은 항상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있다고

가정한 후 풍화구역이 콘크리트 내부로 이동하는 속도를 계산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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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단순화된다.

SO2-
4 + X 2+⇒ XSO2-

4 (식 4-58)

따라서, 황산염이온의 flux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N = -D i

C o

x
(식 4-59)

여기서, N : 황산염 이온의 flux

D i : 황산염이온의 콘크리트내 고유확산계수

C o : 전체수용액에서의 황산염농도

x : 성능저하깊이

이 때, 성능저하속도는 물질전달율을 고체 tricalcium aluminate의 농도,

Ca로 나눔으로써 얻어지며, 다음과 같이 상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dx
dt

= -
N
C a

=
D iC o

C a x
(식 4-60)

따라서 성능저하깊이( xs)는 다음과 같다.

xs = 2D i

C 0

C a

t (식 4-61)

여기서 고체 tricalcium aluminate의 양(Ca)이 증가하면 성능저하속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은 콘크리트가 황산염이 함유된 물 속에

침지되어 있어서 확산이 성능저하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 될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Rasmuson은 화학반응식 전체와 질량이동식의 엄밀한 해를

고려하여 동일한 문제에 대해 더욱 정확한 수학적 해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중심수축모델(shrinking core model)과 유사하였다. C 3A에 대한 황산염의

반응률은 변하는데,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해 1:1로 가정하였다.

황산염 침해에 관한 두 식을 조사해보면 시멘트 중의 C 3A의 효과가

양뿐만 아니라 부호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실험 모델은 황산염 침해가 C 3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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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비해서, 중심수축 모델은

반대로 C 3A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황산염 침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므로, shrinking core model은 황산염 침해에 관한 실험자료와 현장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대치된다.

중심수축모델의 두 번째 문제점은 침해속도가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으로, 실험결과는 침해속도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침출(Leaching)

시멘트 내부에서 칼슘이온의 유출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 화학적 열화

시나리오에서 심각한 열화요인으로 평가된다. 물 속에서 칼슘이온의 유출속도는

매우 낮다. 하지만 ammonium nitrate와 같은 유해환경 하에서는 그 과정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부터 공극수에 유출된 칼슘농도는

평형방정식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이 유출과정은 비역과정으로써, 콘크리트의

강성을 감소시키고 강도를 저감시켜 콘크리트의 역학적 거동에 변화를

유발한다. 또한 콘크리트 재료의 투수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백화현상은 일반적으로 흰색의 염 결정질이 여과를 통해 콘크리트의 표면에

건습의 반복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염 결정질은 용융상태의

탄산칼슘이나 탄산나트륨 혹은 탄산칼륨 등이 증발하거나 또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종종 백화현상은 황산염 등의 화학적인

반응의 징후로 평가되기도 하며, 구조물을 통한 수분의 누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백화현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부에서의

반응이나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황산염과의 반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백화는 콘크리트의 구조적인 성능이나 내구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심미적인 영향이 더 큰 작용을 하게 된다. 과도한 백태침적물은

콘크리트 표면의 공극에서 발생하여 이의 팽창으로 표면마모를 유발하기도

하며 투수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는 결국 콘크리트의 강도를 떨어뜨리게

되며 유해한 외부환경 물질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물의 포화, 동결융해,

염화이온 농도, 부식)이 된다.

시멘트 물질의 침출은 콘크리트 내부의 이온이 공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이송현상을 의미하며, 침출과정에서 이온 농도경사에 의한 확산이나 수분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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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이송(convection)에 의해 발생한다. 침출속도는 염분 농도와 시멘트

페이스트를 통한 유체의 투과속도 그리고 온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아래의

그림 4-19에 침출에 의한 백화현상의 예를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침출은

기본적으로 3가지 형태로 발생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 (1)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출, (2) 콘크리트 내부로부터의 침출, (3) 콘크리트의 균열에서의

침출. 이 3가지 타입중에서 (1)은 중요도가 떨어지며 (2)의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의 경우는 취급하기가

까다로우며 이에 대한 이해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시멘트 비가 낮고

적절한 시멘트 함량과 양생과정이 수반된다면 침출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콘크리트의 제작이 가능하다.

그림 4-19. 콘크리트 침출의 예 : (a) 동결융해와 침출의 해를 입은 

콘크리트 댐, (b) 원자로 내의 tendon gallery의 침출

그림 4-20. 콘크리트 침출 메카니즘의 개념적인 모델 : (a) 자유표면에서의 

침출, (b) 콘크리트 공극을 통한 내부로부터의 침출, (c) 균열을 통한 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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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 and Lupton[86]은 석고(gypsum)와 무수석고(anhydrite)의 용해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콘크리트 침출에 대한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dMdt  KA CS C   (식 4-62)

여기서 M은 단면석 A로부터 일정시간 t 경과 후의 손실된 질량을

의미한다. K는 용해속도 상수를 의미하며 층류상태의 흐름조건에서 유속에

선형적으로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 CS는 물의 solution potential을 의미하고,

C는 시간 t에서의 용해물질의 농도 그리고 θ는 용해과정의 반응속도 차수를

의미한다. Jones[87]는 댐으로부터 시멘트 몰탈의 용해속도를 예측하기 위해 이

식을 사용하였다. 실리카와 칼슘은 실험적으로 용해 반응속도가 2차식의

관계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3m/s의 유속조건 하에서 몰탈이 0.8mm/yr의

속도로 손실된다는 모델예측은 1.0mm/yr의 실측 실험값과 매우 근접함을

확인하였다. 이 모델은 침출속도가 시간과 선형적인 관계에 있음을 예측한다.

한편 Atkinson과 Hearne[88]은 콘크리트의 수산화칼슘 침출해석을 위해

코어축소모델(shrinking core principle)을 바탕으로 간단한 확산모델이

개발하였다. 그 모델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X  D i C CgwCS  t (식 4-63)

여기서 X는 Ca(OH)2의 침출깊이

Di : 콘크리트 내에서 Ca2+의 고유확산계수(intrinsic diffusion coefficient)

C1 : 콘크리트 공극 내에서의 Ca2+ 농도

Cgw : 지하수 내의 Ca2+ 농도

Cs : 콘크리트 내 고체상태의 Ca2+ 농도

전형적인 확산모델로써, 이 모델은 반응속도가 t1/2과 선형적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침출속도에 지하수의 화학조성이나 유속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Pommersheim과 Clifton[89]은 콘크리트로부터 수산화칼슘의 침출속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확산과 이송 모두를 고려한 모델식을 개발하였다. 그 모델은

침출현상이 반응에 의해 제한받을 때 calcerous 골재와 함께 발생하되



- 177 -

침출속도는 시간과 선형적인 관계에 있으며, 반면에 규산질 골재와의 반응

시에는 확산과정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시간과 t1/2의 관계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콘크리트의 열/방사선적 영향분석

가. 콘크리트 열화관련 방사선 및 온도영향 기술동향

콘크리트의 열화 중 방사선 및 온도에 의한 영향에 대해 원전구조물의

관점에서 그 동안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해 문헌을 분석하였다. 콘크리트의

방사화(radiation) 영향에 대한 연구는 1944에서 1956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문헌이 발간되었다. 관련 문헌의 데이터는 두가지 타입의 실험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하나는 콘크리트 샘플을 방사화시켜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원자로 구조물 중 이미 상당기간 방사화된

콘크리트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 이후에도 상당량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콘크리트의 방사화 특성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단일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사용후핵연료

콘크리트 시설의 방사화 거동에 대해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2000년

이후로 콘크리트 열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 문헌이 많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 몇 명은 실험적인 연구를 하였고, 일부는 콘크리트의

사용수명 예측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모델의 대부분은

미세영역(micro-scale process)에서의 거동특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들이며, 이

중 어느 논문에서도 건식저장에 사용될 콘크리트의 방사화 영향에 대해 기술한

적은 없는 실정이다.

몇몇 연구기관에서 콘크리트의 장기거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으로 인식하고

콘크리트의 사용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노력했다. 이 같은 기관에는

US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ssociation) 그리고 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이 포함되며,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stitute)는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에 콘크리트의 온도 및 방사화 효과에 대해 기존의 문헌분석 및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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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환경 하에서의 콘크리트의 영향

콘크리트의 방사선차폐는 종종 높은 온도조건에 노출되게 되며, 이 같은

예로 원자로를 들 수 있다. 감마선와 중성자의 흡수(absorption)나

감쇄(attenuation)는 차폐재 내에서 열의 발생을 초래한다. 차폐재 내의

온도분포는 열응력(thermal stress)의 상승을 초래하여 콘크리트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및 열팽창율(thermal expansion)에 변화를

유발한다.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재는 구조적인 강성과 차폐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높은 온도조건 하에서도 적합한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등의 역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핵적 특성(nuclear properties)은 증가된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에 대한 열의 영향은

콘크리트 방사선차폐재의 설계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1) 물리․역학적 특성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물리․역학적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배합설계 및 재료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실험이 수행된 조건이 틀리기 때문이다. Pihlajavaara[91]은 고온 조건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특성을 연구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18개의 주요

항목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많은 다른 연구들은 결과 비교를 위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또한 동일 실험에 대해 각기 다른 연구자들이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다. 따라서 높은 온도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실험결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조심이 필요하다.

1) 일반 콘크리트

온도가 상승하면서 약 180℃에서는 콘크리트 내의 증발가능한 수분이

dehydration과 cement gel의 파괴로 인해 제거된다. 또한 500℃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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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landite로 불리는 Ca(OH)2이 분해되기 시작하여 약 700℃에서 경화시멘트

내의 CSH(Calcium Silicate Hydrate)이 파괴된다. 1200℃에 이르러서는

콘크리트 내의 일부 물질이 녹기를 시작하여 1300℃∼1400℃에서 콘크리트가

액체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매우 높은 고온 하에서의 콘크리트 거동과 녹는

현상은 liquid-metal fast-breeder reactor와 같은 고온 원자로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2) 밀도(ρ)

20℃∼150℃ 사이의 온도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의 밀도가 2.2∼2.4 t/㎥가

되며, 밀도는 특히 골재의 종류와 함수량에 의존하게 된다. 이 온도범위에서는

수분손실로 인해 약 0.1t/㎥의 밀도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밀도는 또한

콘크리트의 열팽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50℃∼600℃ 사이의 영역에서

석회암(limestone) 골재의 콘크리트에서는 거의 밀도 변화가 없다. 이

온도영역에서 규산질 골재콘크리트(siliceous aggregate concrete)가 석회질

골재콘크리트(calcareous aggregate concrete) 보다 밀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며,

이는 석영질 암(quartzite)의 열팽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92].

석회암(limestone)의 decarbonation은 600℃∼900℃에서 시작을 하며, 이로

인해 공극률(porosity)이 증가하여 석회암 콘크리트(calcareous concrete)의

밀도가 1.4t/㎥까지 내려갈 수 있다.

3) 열전도도(k)

온도상승이 콘크리트의 열전도도에 대한 영향은 초기 함수량과 온도상승으로

인한 함수량 변화에 의존을 하게 된다. 열을 가하기 전 콘크리트 이미 건조된

상태라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전도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규산질

골재(siliceous aggregate)로 이루어진 이미 건조된 콘크리트의 열전도도는

온도가 20℃에서 500℃로 증가됨으로써 약 60%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93][94]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95][96][97][98][99], 초기에 물로 포화된

콘크리트의 가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60℃의 온도 상승은 열전도도에 있어

약 10%의 증가를 유발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콘크리트 열전도도의 증가는

물이 130℃까지 열전도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띄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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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100℃ 이상의 온도에서 일반콘크리트의

열전도도는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300℃에서의 평균적인 열전도도 값은

20℃의 약 65%에 해당되며, 그 감소는 콘크리트가 건조되면서 내부의 함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4) 비열(Specific heat, c)

상승된 온도에서의 콘크리트의 비열은 함수량과 관련된 인자이다.

콘크리트의 초기 함수량은 증가된 온도에서의 비열에 영향을 미친다.

콘크리트가 초기에 건조된 상태일 때 온도가 증가하면서 비열은 대략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550℃에서 비열은 약 75%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에 콘크리트가 습윤상태일 경우에 약 90℃에 노출되었을 때 비열은

초기값의 약 2∼3배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100][101].

이 같은 증가는 임시적이며 콘크리트 내의 free or evaporation water의

증발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약 150℃에서 비열은 초기 건조된 콘크리트의

비열과 비슷하다. 만약 콘크리트가 영구적으로 물로 포화되어 있다면,

90∼100℃에서의 비열증가 현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102].

5) 열 확산(thermal diffusivity, D)

규산질 골재콘크리트(siliceous aggregate concrete)와 석회질

골재콘크리트(calcareous aggregate concrete)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건조된

콘크리트의 열확산성(thermal diffusivity)은 온도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온도 증가와 함께 대략 선형적인 감쇄관계를 보였으며, 약

500℃에서 그 평균 감소량은 50%에 해당하였다.

Zoldners[103]는 콘크리트의 확산성 감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있다.

그의 결과에 따르면 100℃에서의 자갈골재 콘크리트의 열확산성이 0.83×10-6

㎡/s에서 402℃로 증가함에 따라 0.69×10-6 ㎡/s로 감소하여 약 17% 감소현상이

발행하였다. 샌드스톤 콘크리트의 경우도 95℃ 1.28×10-6 ㎡/s에서 406℃

0.86×10-6 ㎡/s으로 33%가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6) 열 팽창(thermal expansion, α)

온도가 200℃까지 증가하면 콘크리트의 수분함량은 감소하고,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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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로 인해 콘크리트가 건주수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축은 주로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발생하게 된다. 콘크리트의 다른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인

골재는 가열과 함께 팽창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분 손실로 인한

수축효과가 사라지기 전까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 변위(thermal strain)는

열팽창(thermal expansion)과 건조수축(drying shrinkage)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건조를 동반한 온도 상승은 초기 수분함량에 영향을

받으며, 열팽창 효과가 건조수축량을 초과하면 결과적으로 콘크리트는 팽창을

하게 된다. 이 두 효과를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Schneider는 수분함량과 건조수축량의 이 같은 관계가 일반적으로 온도

200℃ 이하에서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200℃까지는 온도증가와 함께 열팽창이

대략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골재에서의 변형과 그리고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사이의 결합력이 깨지면서 열팽창율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104][105].

열팽창율의 증가는 열팽창 계수로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thermal

strain/℃). Harmathy와 Allen는 석회암(limestone) 골재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가 온도 200℃와 600℃에서 각각 10×10-6 /℃에서 18×10-6 /℃으로

약 80%가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석회질 골재(calcareous aggregate)가 주요

골재성분이고 물/시멘트 비가 0.6 그리고 90일 양생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해

Philleo[106]는 260℃ 이하의 온도에서 선형 열팽창계수가 8.5×10-6 /℃이었고,

427℃ 이상에서는 22.5×10-6 /℃으로 165%가 증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콘크리트는 온도가 600～800℃ 이상까지 증가하면 열팽창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온도조건에서 콘크리트가

수축을 하며,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골재와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7)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대한 온도상승의 영향을 확인하기위하여 다양한

실험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에는 정상상태(steady state) 실험과

과도상태(transient state) 실험이 포함될 수 있다. 정상상태 실험의 경우, 사용

시료를 특정온도까지 가열한 후 일정량의 응력(stress)이나 변위(strain)를

고정시키면서 하중을 파괴 시까지 가하게 된다. 시료는 하주이 가해지지 건에

높은 온도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자연 냉각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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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다음 실험에 다른 온도에 대해 각각 반복되게 된다. 한편 과도상태 실험의

경우에는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후, 시료를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일정하게

온도를 증가시킨다. 파괴시의 온도가 기록되고 실험은 다른 하중에 대해

반복되게 된다. 과도방법의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가열 전에 시료에 미리 하중을

가하고 난 후, 시료가 특정온도가 되도록 가열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후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추가 하중을 가하는 방법이며 이 때 시료는 높은

온도에서나 혹은 냉각된 상태 모든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온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험을 반복한다.

방사선 차폐를 위한 두꺼운 콘크리트의 함수량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분의 외부방출이 되지 않도록 밀봉된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다른 실험변수로 시료의 크기 및 모양 그리고 가열/냉각 속도,

하중재하 속도 등을 설정하여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압축강도에

대한 연구들은 일정한 하중재하를 통한 정상상태 실험방법을 이용하였다. 몇몇

실험에서는 하중재하 전 냉각이 되었으며, 다른 실험들은 시료가 가열된

상태에서 재하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

다양한 골재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 실험결과를 아래의

그림 4-21에 나타내었다. 시료는 외부로 물이 증발될 수 있도록 비밀봉

상태이다. 실험결과 가열후 잔류강도 값의 변화폭이 큰 편이었으나 약

90℃까지는 압축강도가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타나내었다. 약

80～90℃사이에선 강도감소가 10～35%의 변화를 보였다. 이때 강도감소는

가열시 골재와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 사이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07].

예를 들어 석회암 골재의 열팽창 계수가 3.5～6.5×10-6℃-1의 분포를 보이며

규산질 골재는 10～12.5×10
-6
℃
-1
분포를 보인다.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는

12～20×10-6℃-1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이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 사이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해 미세 균열(micro-cracking)이 발생하고 시멘트와

골재 사이의 결합(bonding)이 파괴되어 결과적으로 강도가 저감되는 것이다.

Blundell[1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회암 골재 콘크리트가 20℃에서

85～95℃까지 가열되었을 때, 압축강도는 약 30% 감소하였다. 석영질 골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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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콘크리트의 경우 그 감소폭은 약 15% 이었다. 그리고 그는 콘크리트

강도의 감소가 골재의 열팽창계수에 대한 골재의 탄성계수 비(A function of

the ratio of the modulus of elasticity of the aggregate to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the aggregate)에 대한 함수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그 비가 크면 클수록 강도감소는 더 커지게 된다.

그림 4-21. 밀봉 및 비밀봉 콘크리트 시료조건 하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M.F.Kaplan, 1989)

온도가 90℃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때, 압축강도는 90℃에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보다 크게 증가한다. 온도가 90℃에서 200℃ 사이의 분포에서

잔류강도 비의 상한값이 90%에서 100%로 증가하였고, 하한값은 65%에서

85%로 증가하였다. 즉 200℃에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초기강도 값의

-15%에서 +10%의 변화를 보였다. 그 증가는 주로 빠른 건조과정(rapid

drying)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Pihlajavaara에 의하면, 완전히

건조된 콘크리트의 강도는 물로 포화된 콘크리트의 강도보다 약 50%가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퍼센티지는 변화폭이 매우 크다. 콘크리트에 내에 수분이

존재한다면, 증가된 온도는 시멘트의 수화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대시키다. 한 예로 Pihlajavaara는 200℃로의 가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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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성숙도를 약 20%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Arshinov는 300℃까지

가열시켰을 때,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빠른 건조과정(rapid drying)으로 인한 강도증가 효과와

수화작용(hydration)의 증가로 인한 강도증가 효과는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

사이의 열-변위 부적합(thermal-strain compatibility)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균열 (micro-cracking)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서로 상쇄작용을 한다.

200℃ 이상의 고온에서는 콘크리트가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 압축강도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감소한다. 이 요인은 콘크리트의 열화과정에 영향을 미쳐

경화시멘트 내에서 화학적 그리고 광물학적인 변화(mineralogical change)를

야기한다. 다양한 골재 및 콘크리트 배합으로 이루어진 실험결과에서,

500℃에서의 강도감소는 최소 15%에서 최대 60%까지 변화하였다. 즉 잔류강도

비가 각각 85%와 40%이었다. 그리고 200℃에서 500℃까지 온도가 증가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대략 선형적인 감소를 보였다. 일반 콘크리트의 잔류

압축강도 비의 대략적인 상,하한 값을 아래의 표 4-7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온도에서 잔류강보 비가 상당히 큰 변동폭을 보이는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골재의 종류와 골재/시멘트 비 등이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

표 4-7. 온도 상승조건 하에서 보통 콘크리트의 잔류강도 비(압축강도, 

인장강도 그리고 탄성계수)

8) 열 사이클(thermal cycling)

원자로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수차례의 shut-down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 콘크리트는 가열 및 냉각 등 수차례의 열 싸이클을 겪게

된다. Crispino[109]은 비밀봉 석회암 골재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23℃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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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와 350℃까지 6번의 가열/냉각의 열싸이클을 수행하였다. 처음에

300℃까지 가열후 23℃까지 냉각을 시키는 과정에서 25%의 압축강도가

손실되었다. 그리고 최종 6번의 열싸이클 후에는 약 45%가 감소되었다. 최대

350℃까지의 가열의 경우, 처음 싸이클에서는 30%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싸이클에서 65%의 압축강도가 감소하였다.

9) 인장강도

Blundell 외는 여러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실험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잔류강도비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lundell 외는 포화된 콘크리트가 100, 200, 300, 400℃ 온도에

노출되면 대략적인 평균적인 잔류강도비는 60, 45, 30, 20%정도이며 이 결과는

건조상태의 실험결과에 비교하여 20%정도 낮으며 인장강도가 압축강도보다

온도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Schneider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고온에 노출된 뒤 대기중에 콘크리트를 두더라도 인장강도의

강도회복(Autogenous Recovery)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0)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Saemann 외, Hickey, Dvais, Kasami, Marechal, Marechal는 고온의 온도가

콘크리트 탄성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Blundell의

연구결과는 수집된 대부분의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분산정도가 크지만 잔류강도비는 100℃에서는 약 65∼90%, 400℃에서는

30∼55%이며 평균적으로 100, 200, 300, 400℃에서의 잔류강도비는 75, 60, 50,

40%정도이다.

앞의 실험결과를 종합해보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감소하며 온도가 100℃를 초과하게 되면 탄성계수의 잔류비는 압축강도와

인장강도의 잔류비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avis는 자갈을 골재로 한

콘크리트에 200℃ 온도 열사이클링을 1회 실시한 뒤 탄성계수를 측정한 결과

33% 감소하였으며 12회 실시한 뒤는 39%감소하였다. 또한 350℃ 온도

열사이클링을 1회 실시한 뒤 탄성계수를 측정한 결과 67%감소한다고 하였다.

다. 방사선에 의한 콘크리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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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에 원자력 방사선(nuclear radiation)이 감쇠 또는

흡수될 때, 콘크리트 차폐용 콘크리트벽에 흡수 또는 감쇠된 대부분의 원자력

방사선은 콘크리트벽 내부에서 열로 전환되어 열이 발생하며 발생한 열은

콘크리트의 물리적, 역학적, 방사선 특성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한 열은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 내부에 선형적인 온도가 분포가

아닌 비선형적인 온도 분포와 가파른 온도 경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콘크리트벽 내부에는 비선형적이며 부등한 분포의 높은 온도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원자력 방사선은 재료의 원자격자 분열의 원인이

되며 재료의 물리적, 역학적,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며 이를 방사선

손상(radiation damage)라 한다. 중성자는 원자의 핵과 충돌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보내어 평형상태에 있는 물질의 결정구조를 불안정하게 하여

비평형상태가 되어 물체 내부에는 격자결함이 발생한다. 그러나 콘크리트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동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해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저하원인이 열에 의한 손상인지 방사선에 의한 손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열발생(Nuclear Heating)

방사선과 물질과의 반응으로 인해 흡수(absorption) 및 감쇄(attenuation)가

발생하며 이는 물질 내에서의 열의 발생을 초래한다. 열의 발생은 차폐체

내에서의 가파른 온도 구배를 유발하여 높은 응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높은 온도는 차폐체의 물리적, 역학적 기능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흡수되거나 감쇄된 방사선의 대부분은 차폐체 내에서 열로

변환된다. 발생열의 산정은 광자(photon)와 중성자(neutron)의 감쇄 및 흡수량

계산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1) 광자(photon)에 의한 열발생

차폐체 내에서 광자의 감쇄로 인한 열 발생량 산정은 광자 감쇄량

산정방법과 비슷하다. 둘 다 광자 에너지의 전이와 흡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광자나 혹은 감마선에 의한 열발생량 산정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광자 방사(radiation)로 인한 공간 상의 점위치(a point)에서의 열

발생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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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64)

여기서 H(r)는 공간상의 위치 r에서의 열발생율을 의미하며(W ㎝-3), E는

광자 에너지(MeV), Φ(E, r)는 에너지 E에서의 photon flux

spectrum(㎝-2s-1MeV-1), μa(E, r)는 energy deposition coefficient 혹은

macroscopic cross-section(㎝-1), c는 변환계수(=1.6×10-13 W s MeV-1).

광자에 의한 열발생량은 주로 광자에 의한 전자로 전이된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로 인해 발생한다. 컴프턴 산란의 경우, 광자는 전자에 의해 산란된다.

산란된 광자는 일반적으로 입사 광자에 비해 훨씬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광전효과에 의해 흡수되게 된다. 전자쌍 생성 또한 광자의

흡수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반응들은 에너지 전이로 인한 열을 발생시키며,

열흡수계수(energy absorption coefficient)는 차폐체 내에서 총 광자에너지가

열로 전환된 율을 측정하는 상수이다.

차폐체 내에서 감마 포톤에 의한 계략적인 열 발생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식의 위의 식(4-64)과 비슷하다.

≅× (식 4-65)

여기서 H0(x)는 x 위치에서의 heating rate(W ㎝-3)이며, μen은 에너지가 Er인

감마선 대한 선형 에너지-흡수 계수(linear energy-absorption coefficient),

Φ(E)는 gamma ray flux density(photon ㎝-2s-1), 그리고 Er은 감마선의

에너지(MeV)이다. 두꺼운 차폐체 내에 저장된 총 감마선 에너지 단순히

incident flux density를 고려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감마선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개략적인 열발생량은  ×  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여기서 Φ는 incident flux density(photon ㎝-3s-1) E는 광자의 평균

에너지(MeV)이다.

2) 중성자(neutron)에 의한 열발생

차폐체 내에서 중성자와 물질과의 주요 상호반응은 탄성산란, 비탄성산란,



- 188 -

그리고 중성자 포획이다. 비탄성산란과 중성자 포획은 감마선의 발생을

야기한다. 중성자 포획의 경우, 알파나 양성자 입자가 방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을 일컬어 charged-particle- out(c-p-o) 반응 (n, α), (n, p)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중성자 반응과정은 열의 발생을 초래하며 이는 direct class와

indirect class로 나뉜다. Direct class에서는 열이 주요 반응위치에 열이

저장이되며, indirect class의 경우에는 주요 반응 위치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열이 저장이 된다. 탄성산란과 c-p-o 반응은 direct class에

포함되고 반면에 중성자 포획은 indirect class에 포함된다. 한 예로 이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감마선 방출의 경우 열이 주요 반응위치로 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 열이 저장되고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중성자

포획과정에서 원자핵에 부여된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는 매우 작으며 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종 무시된다.

중성자의 탄성산란, 비탄성산란 시 원자핵의 되튐현상에 의한 직접적인

열발생 그리고하전입자 방출에 의한 열발생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식 4-66)

여기서 H0(x)는 x 위치에서의 heating rate(W ㎝-3)이며, Σc(E)는 에너지

E의 중성자에 대한 macroscopic capture cross-section(㎝-1), Φ(x)는 neutron

flux density(neutron ㎝
-2
s
-1
), EB는 포획반응을 위한 결합 에너지(MeV;

대부분의 반응에서 약 8MeV).

중성자에 대해 단위 면적당 대략적인 열발생량 산정은

≅×  으로 될 수 있으며, 여기서 Φ는 incident

neutron flux density(neutron ㎝
-2
s
-1
), E(MeV)는 중성자와 관련된 평균운동

에너지와 중성자 포획과 관련된 평균 결합에너지의 합이다. 약 10MeV의 평균

E값은 콘크리트에 대한 입사 중성자에 해당되는 에너지이다. 중성자의

탄성산란과 비탄성산란에 의한 열발생은 중성자 포획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폐물질에 있어서 중성자에 의한

열발생량이 감마선에 의한 열발생량 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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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폐체 내의 온도분포

조준된 감마 포톤에 노출되었을 때, 차폐 슬래브 내에서의 온도분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식 4-67)

여기서 k는 콘크리트의 열전도도(W ㎝-1℃-1), T 온도분포(℃), x는 거리(㎝), E

는 광자의 에너지(MeV), I0는 flux density(photons ㎝-2s-1), λ는 감쇄거리

(relaxation length)(㎝), q0는 열 혹은 에너지 flux density(MeV ㎝-2s-1)이다. 온도

분포는 식 (4-67)을 적분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차폐체 내에서 일정거리(x) 떨어진 지점에서의 온도상승에 대한 계략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




 (식 4-68)

ΔT는 거리 x(㎝)에서의 온도상승이고, H0는 heating rate(W ㎝-3), λ는

감쇄거리(㎝)(감마선의 경우=1/μ, 중성자의 경우=1/ΣR), μ는 감마선의 선형흡수

계수(㎝-1), ΣR는 속중성자의 제거단면(removal cross-section), k는 차폐체의

열전도도(W ㎝-1℃-1)이다.

최대 온도상승은 H0λ
2/k 즉 x가 λ에 비해서 매우 클 때이고, e-x/λ가 0이

된다. 거리 x에서의 온도경사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










(식 4-69)

온도경사는 x=0일 때, 즉 차폐체 표면에서 최대가 된다.

4) 방사선 가열에 의한 차폐체 내 열응력

슬래브 차폐체는 상대적으로 크고 서로 평행한 판으로 이루어진 차폐벽을

의미한다. 차폐벽 거리 x에서의 열응력 σ(x)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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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70)

σ0는 방사열에 의한 차폐 슬라브에서의 평균 응력이고, α는 열팽창 선형계수,

E는 차폐체의 탄성계수, ΔT(x)는 식 (4-68)에 의한 x 지점에서의 온도상승,

γ는 차폐체의 포아송 비이다. 방사열에 의한 차폐 슬래브에서의 평균응력(σ0)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71)

P0는 가열전 차폐 슬래브에서의 평균응력, H0는 차폐표면에서의 initial

heating rate, λ는 차폐체의 감쇄거리(㎝), k는 차폐체의 열전도도(W ㎝-1℃-1),

L은 차폐슬래브의 두께이며, 압축 및 인장응력은 양과 음의 기호로 각각

구분된다.

2) 방사선에 의한 손상(Radiation Damage)

1958년 Clark[110]에 의하여 수행된 방사선에 의한 콘크리트 피해 사례 연구

이후지금까지 추가적으로 관련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방사선

피해와 관련된 콘크리트 실험의 어려움과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재료적인 특성과 실험방법 등의 다양성으로 인한 다른 실험결과들과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원자력공사(UKAEA)는 포틀랜드 시멘트 페이스트와 방사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속중성자 플루언스 1～3×1019nvt에 시료를 노출시킨

결과 길이가 약 1%정도 감소하였으며 길이감소의 원인은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한 온도(45℃ 발생)에 의한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증발과 중량감소로 인한

체적변화 때문이라고 하였다.

(1) 압축강도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방사선 조사실험이 이루어졌다. 각각 실험조건 및

콘크리트 배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종합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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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1019ncm-2정도의 중성자 플루언스

방사선은 콘크리트 강도변화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956년 2월과 7월에 ORNK Graphite원자로의 콘크리트방사선차단벽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콘크리트방사선차단벽의 두께는 약 152.4cm이며 골재는

중정석-haydite이다. 방사선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방사선차단벽은 두개의 콘크리트벽(약 30.5cm 두께의 보통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음) 사이에 위치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10장 표

4-8에 언급되었다. 실험을 수행을 위하여 콘크리트방사선차단벽에서 시료

채취를 실시하였다. 채취된 시료의 직경은 약 11.75cm이며 시료 채취의 목적은

12년 동안 열중성플루언스 1.9×1019ncm-2, 2.5×107rad와 2.5×109rad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물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이와 관련된 유사한 조사는

1948년 7월에[111] 동일 콘크리트방사선차단벽에서 수행되었다. 1956년 채취된

시료는 차단벽으로부터 30.5cm 외부에 존재하는 시료로 1948년 수행된

압축강도시험 결과보다 약 3% 낮으며 1956년 채취된 시료 중 차단벽으로부터

30.5cm 내부에 존재하는 콘크리트 시료의 압축강도는 1948년에 수행된

결과보다 약 40%정도 낮았다. 또한 두 차례 수행된 barytes-haydite

콘크리트에 대한 실험결과 콘크리트방사선차단벽 내부의 강도 감소는 27%

발생한 반면 외부는 2%만 감소하였다. 5일 동안 최대전력으로 발전소를

가동한 경우, 차단벽의 내부온도는 40℃, 외부온도는 약 19～20℃정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방사선 차단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는 열사이클링 뿐만

아니라 temperature gradient(온도 구배 : 온도변화)또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방사선차단벽은 방사선이 원인이 아닌 다른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압축강도의 저하 또한 발생할 수 있다.

Dubrovskii 외[112]는 방사선이 보통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시 시료에 가해지는 total

중성자플루언스 강도는 약 5×1019ncm-2(이때 속중성자플루언스는

5×10
17
ncm

-2
)이나 확연한 압축강도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성자

플루언스가 약 1.45×1020ncm-2(이때 속중성자플루언스는 3×1018ncm-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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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의 감소는 10～20%정도이며 이 때 최대 방사선 온도는

100～350℃정도이다.

Hilsdort 외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부 콘크리트는 중성자플루언스

5×1019ncm-2이하에 노출되더라도 강도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콘크리트에서는 5×1019ncm-2 보다 더 작은 강도의 중성자플루언스에

노출되더라도 강도저하가 발생하지만 평균적으로 중성자플루언스 1019ncm-2을

초과하면 콘크리트 강도 감소는 확연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경우 압축강도의 분산이 매우 크지만 시료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원인은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보다 중성자플루언스라고 판단되며

속중성자가 열중성자보다 시료에 더욱 큰 방사선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기 다른 종류의 골재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다양한 체적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이유로 콘크리트의 체적변화 또한 다양하다.

표 4-8.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미치는 중성자 조사의 영향

앞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성자 방사선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실험시 일부

시료는 중성자와 감마선에 동시에 노출되지만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는

감마선 자체가 압축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Alexander[113]는 방사선과 고온에 가열되지 않은 시료와 1010ra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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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에 노출시킨 시료와의 강도변화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강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011rad을 초과하는 감마선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시료의 압축강도감소비는 약 25～60%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중성자가 시료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료를 탈염수에 넣고 방사선에 시료를 노출시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탈염수 안에서 감마선에 노출된 시료의 압축강도는 탈염수안에만 있는 시료의

압축강도보다 낮았으며 특이한 점은 중성자와 감마선에 동시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시료를 탈염수에 넣고 감마선에만 노출되게 한 뒤

실험을 수행한 압축강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 인장강도

UKAEA는 포틀랜드시멘트와 flint와 석회암 골재를 원료로 한 콘크리트가

원자력 방사선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인장강도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되었다.

시료의 크기는 직경 4.4cm, 길이 1.3cm이며 인장실험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방사선에 의한 인장강도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시료가 준비되었다. 첫 번째 시료는 control sample로 온도 20℃, 상대습도

68%의 대기중에서 양생된 시료이며 두 번째는 방사선 노출에 의한 온도 발생

이력을 고려하여 건조 오븐에 보관된 시료이다. 석회암 콘크리트의 경우

control sample의 인장강도는 6.9MPa이며 2.27×1010rad의 감마선에 노출된

후에도 강도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4.7×1010rad의 감마선에 노출된 시료의

인장강도는 6.4Mpa로 약 7%강도 감소가 발생하였다. 3×1019ncm-2의

속중성플루언스에 노출되면 방사선 온도는 약 45℃까지 상승하게 되며 이때

석회암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약 50%정도 감소하였으며 동일조건에서 flint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약 65%감소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콘크리트

인장강도 감소의 주된 요인은 속중성자에 두 시료가 노출될 때 발생하는

골재의 부피변화와 강도감소가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114].

Gray[115]는 감마선과 콘크리트 인장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2～4×1010rad의 감마선에 노출된 시료와 control sample에 대한

인장강도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019ncm-2 중성자플루언스를 초과하는 방사선하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인장강도는 감소하며 이 감소율은 압축강도의 감소율보다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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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성계수

Kelly 외는 석회암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와 방사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속중성자플루언스의 강도는 1×1019와 2×1019ncm-2으로

control sample의 결과보다 약 각각 10%와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7×1010ncm-2강도의 감마선에 노출된 석회암 콘크리트의 경우 약

13%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동탄성계수의 감도 감소와 체적변화는 방사선에 의한

석회암 골재의 부피와 탄성계수의 변화 때문으로 판단된다.

Elleuch 외[116]는 사문암 골재와 고 알루미나 시멘트를 주요 성분으로 한

콘크리트를 중성자 방사선에 노출시켜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시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되는 온도는 약 150～240℃이며 속중성자플루언스는

3×1019와 1020ncm-2이다. 실험결과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 온도가 20℃ 그리고 상대습도가 60%에서 양생된 control sample의

동탄성계수에 비하여 각각 40%와 45%정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160℃와 200℃의 온도로 가열된 시료의

동탄성계수와 비교해 본 결과 각각 23%, 24% 낮았으며 이러한 동탄성계수의

전체적인 감소의 주된 원인은 고온의 온도와 방사선 손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1019ncm-2를 초과하는 강도의 중성자플루언스하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control sample의 탄성계수보다 결과가 낮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실험결과를 검토해보면 방사선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한

피해가 방사선 자체의 원인인지 방사선 열에 의한 것이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감마선 자체가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4) 체적변화와 중량감소 

Elleuch 외는 실험을 통하여 사문암 골재와 고 알루미나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2×1019와 9×1019ncm-2의 속중성자플루언스에 노출될 때의

길이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실험결과 0.25%와 0.7% 길이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사문암 골재에 대한 실험결과 또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문암을

골재로 한 두 종류의 시료에 대한 길이변화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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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20℃와 상대습도 60%에서 양생된 control sample이며 두 번째 시료는

방사선에 노출될 때 발생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고온의 온도에 노출되었다.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탄성계수는 control sample의 실험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사문암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체적변화의 주된 원인은

방사선 손상과 부분적인 미세균열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와 고온의 온도에만 노출된 시료 모두에서 시멘트페이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의 증발로 인한 중량감소는 발생하였으나 체적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Granata와 Montagnini[117]는 실험을 통하여 1019ncm-2정도의 중성자플루언스

하에는 석회암 콘크리트와 중정석 콘크리트가 노출되더라도 체적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1020ncm-2이상의 중성자플루언스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시료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

UKAEA에서 수행된 실험[118][119]의 결과를 검토해 보면 열중성자플루언스가

4,3×1018과 7×1019ncm-2인 조건하에서는 보통콘크리트 중량감소는 약 2.0%와

3.2%이며, USSR에서 수행된 실험결과에서는 중성자 플루언스가

1.45×1020ncm-2인 경우 보통 콘크리트의 밀도 감소는 7~11%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5) 열 팽창

강도 1019ncm-2의 방사선에 노출된 석회암 콘크리트와 중정석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는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와 동일한 열이력을 가진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와 거의 유사하다. Hislsdorf 외[120]는 중성자플루언스의

강도가 5×1019ncm-2이하인 경우에는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와 방사선

온도를 고려하여 가열된 시료의 열팽창 계수와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USSR의 실험결과는[121] 1.45×1020ncm-2의 중성자 플루언스 강도에

노출된 보통콘크리트의 열팽창감소율은 약 5～10%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마선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팽창에 대한 어떠한 유용한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6) 열 전도율(thermal conductivity)

Kelly 외[122]는 중성자 방사선이 석회암 콘크리트와 flint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고 하였다. 방사선에 노출된 두 콘크리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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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율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다소 낮고 중성자

플루언스의 강도가 1×1019과 3×1019ncm-2인 조건하에서는 35%와 55% 감소하며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flint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이 동일 조건의 석회암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에 비하여 크다. 방사선에 노출된 두 콘크리트의 열전도율

변화는 방사선에 노출된 상태의 두 종류의 골재 열전도율의 변화와 유사하다.

Dubrovskii 외는 중성자 플루언스의 강도가 1.45×1020ncm-2인 조건하에서는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은 약 30~35%정도 감소하며 5×1019ncm-2이하의

조건에서는 확연한 열전도율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7) 기체 발생

콘크리트가 감마와 중성자에 노출될 때 콘크리트에서는 기체가 발생한다.

발생한 기체를 구성하는 성분은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며 방사선 온도에 의하여 수분이 콘크리트에서 증발할 때

수분에 의한 방사선 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발한 기체에 의하여

콘크리트내부에서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에 의하여 콘크리트 변화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생하는 기체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철근의 부식은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방사선은 콘크리트의 밀도와 화학적 구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123].

그러므로 원자력 방사선이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의 특성변화에 일정 선량

이하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3) 방사선 허용치(Radiation Limits)

중성자와 감마선이 콘크리트에 일정 수준 이상 가해지면 가해진 방사선은

콘크리트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에 악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발표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방사선을 완벽히 차단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선택 및 혼합 등과

관련된 제안 등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방사선의 피해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골재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방사선 허용에 대하여 고려해보면 콘크리트 방사선 차단벽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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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주된 목적은 방사선 차단이다. 콘크리트 방사선 특성은 방사선이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같은

역학적 특성의 악화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콘크리트의 방사선 특성은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원자로를 구성하는 요소 또는 프리스트레스 pressure vessel과 같은 구조물에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방사선 차단벽과 같은 메스콘크리트의 경우, 방사선

플루언스는 방사선 노출이 많은 표면에서 멀어짐에 따라 급속하게 감소한다.

그러므로 내부에 방사선에 가장 가깝게 노출된 차단벽은 콘크리트 역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 플루언스에 노출되어 특성이 변할 가능성이 크다.

방사선 원자로의 방사선 차단용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영국시방서[124]를 검토해 보면 콘크리트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중성자 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양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서술하지는

않지만 0.5×1018ncm-2 중성자 플루언스 이하는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Concrete reactor vessels and containments에 대한 미국 코드[125]에서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에 대한 방사선 한계를 10×1020ntv(또는 ncm-2)는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58년 Davis[126]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BEPO 원자로에서

의문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BEPO 원자로는 1011ncm-2s-1의

중성자 선속밀도 조건하에서 적어도 10년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127].

Davis는 미국에서도[128] 실험을 통하여 보통콘크리트는 중성자와 감마

플루언스가 결합된 강도 3×1020 particles cm-2를 초과하는 조건하에 있으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10년 이상 보통콘크리트가 10
12
particles

cm-2s-1의 combined flux density에 노출된 상태와 동일하다. Davis는 또한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의한 열효과는 방사선 자체에 의한 피해보다

콘크리트의 특성에 더욱 큰 악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Price 외는 1953년과 1956년 사이에 BEPO ORNL Graphite 원자로의

콘크리트 방사선 차단벽과 UKAEA에서 실험한 결과를 통해[129][130]

3×1019ncm-2정도의 열중성자 플루언스의 강도하에서 실험시료 모두 첫해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 년후 강도가 5×10
19ncm-2로 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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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료 모두에서 감소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1957년까지 만들어진 대다수의

원자로에서 가동기간 동안 방사선 손상에 의한 콘크리트의 특성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방사선

피해는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초과응력보다 덜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었다.

Hungerfor[131]는 방사선 허용치를 넘어서면 콘크리트에는 방사선 피해가

발생하며 그 기준으로 속중성자는 1019ncm-2, 감마선인 경우는 1012rad정도라고

하였다.

방사선 차단과 관련된 기술보고서에는 방사선 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손상이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상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이유는

방사선 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위한 선속밀도는 직접적인 방사선 손상

원인을 발생하기 위한 선속밀도보다 다소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12ncm-2s-1의 선속밀도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는 온도 상승이 일어나며

콘크리트의 경우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온도경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는 초과 열응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변하지 않는 선속밀도

1012ncm-2s-1가 1021ncm-2s 플루언스가 되기 위해서는 약 30년정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incident neutron

flux density는 5×1019ncm-2s-1로 제한되어야하며 1MEV gamma ray에서는

4×1010gamma photons cm-2s-1로 제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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