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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 의 

수정․보완요구사

항

수정․보완요구사항 반 내용 요약 비 고

 본 과제의 고방

사성물질 핫셀 

운반 장시스템 

기술과 지경부 

 교육과학기술

부의 사용후핵연

료 운반, 포장  

장 시스템 기

술과의 차별성

을 요약하여 제

시요망

 교과부 이로 련 운반 장과제 개요

- 과제명 :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 장시스템 개발”

- 연구범  : 이로 공정의 공정물질, 폐기물  회수물의 

특성평가와 이와 련 포장/운반/ 장시스템 개발임

- 연구개발 특징 : 개발 상은 핫셀 내 다양한 공정물질, 

폐기물, 고화체  회수물의 포장/운반/ 장시스템 개

발임. 폐기물 고화체의 핵   열  특성 평가와 장기 

장 리 평가함. 포장  운반시스템은 핫셀 내  핫셀 

속을 한 원격 매카니즘 개발  운반 logistic 최 화 평

가이며, 장시스템은 vault 방식임. 

 지경부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 기술개발 개요

- 과제명 :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 종합안 성 입

증시험 기술개발”

- 연구범  :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구조 , 열

 안 성과 구조물 장기건 성 평가를 시험을 통해 입

증자료를 생산함

- 연구개발 특징 : 사용후핵연료 콘크리트 장용기  

속 수송 장 겸용용기의 구조   열  안 성 시험평

가 자료 생산  격납용기의 장기 건 성 평가를 수행함

 운반 장시스템 개발의 교과부  지경부 과제 비교

- 연구범  비교로 본 과제는 이로 공정발생 물질의 핫

셀 련 포장  운반 시스템이며 vault 방식의 장시스

템 개발이며 지경부과제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장 용기

의 법  안 성 시험평가이므로 연구내용이 상이함

- 연구개발 특징 비교로 본 과제는 이로 폐기물 리를 

한 핵   열  장기 장 리 특성평가, 운반 

logistics 평가  운반 핫셀 속 매카니즘 개발 등으로 

지경부 과제의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용기 법  시험요

구 조건의 안 성시험과제와 성격이 다름

별지

(뒷 페이지) 

참조

 장시스템에 

한 연구결과

를 상세히 보완

요망

 1단계 연구에서는 이로 공정물질의 임시 장 설계

기  검토, 임시 장방안 분석  장방식 별 냉각

효율성, 안 성,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vault 방

식을 최  장방식으로 선정하 음. 

 ( 5 권 / 총 7

권)

P.433~481

수정․ 보완요구사항 비표

과제명 :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 장시스템 개발 

주 기 (책임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서기석)



- 장 련 기술기 과 인허가 요건 검토  해외 장

시설 황을 분석하여 공정물질의 임시 장을 하여 

방사능 별로 분리하고, 이 격납 도입  피동 

냉각시스템을 용한 임시 장시설  설계개념을 도출

함. 

- 장방식 별 냉각효율성, 안 성,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용성  냉각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vault 방식을 이로 공정물질의 최  장방식으로 

선정함. 

- 최종보고서의 제5권 제3장 제3 에 에 한 연구결

과를 상세히 기술하 음.

 2단계 연구에서는 PRIDE 핵물질/폐기물의 장용기 

 취 장치 개발,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 설

계요건 분석  열 달 모사/특성평가를 수행하 음. 

-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용기  취 장치의 설계

요건을 도출하고 설계요건을 반 한 장용기  취

장치의 설계/제작  비성능평가를 수행함. 

- IAEA, 미국 10CFR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기 을 만족하는 

장시스템의 설계요건서 작성  waste form의 특성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waste form을 통합하여 붕괴 장 개

념을 제시함.

- Waste form의 vault 장방식에 한 1/4 축소시험 

모델을 이용하여 열시험  해석을 수행하 으며, 시

험  해석결과가 10 % 이내로 일치하 고 자연 류

를 통한 열 달률이 70 ~ 80 %로 평가되어 해석결과

에 한 신뢰성  장시스템의 냉각효율성이 입증

됨.

- 최종보고서의 제5권 제3장 제6 에 에 한 연구결

과를 상세히 기술하 음.

 ( 5 권 / 총 7

권)

P.511~528, 

P.562~665



*별 지  :  운 반 장  과제  비 교

항목 교과부 과제 지경부 과제

과제명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 장시스템 

개발”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 종합

안 성 입증시험 기술개발”

연구범

․ 이로 공정의 공정물질, 폐기물  

회수물의 특성평가와 이와 련 포

장/운반/ 장시스템 개발임. 

․개발 상은 핫셀 내 다양한 폐기물, 

고화체  회수물(그 종류는 이로 

공정으로부터 12 종류이며, 이차 폐

기물을 고려한다면 다양할 것으로 

상됨)의 포장운반 장시스템 개

발임. 

․경수로 원자력발 소의 사용후핵

연료에 한 수송 장용기의 최

화설계 과제는 방폐공단이 주 함.

․개발 상은 사용후핵연료 콘크리

트 장용기  속 수송 장 겸용

용기의 구조 , 열  안 성과 구조

물 장기건 성 평가를 시험을 통해 

입증자료를 생산함

연구개발 

특징

․ 이로 폐기물 처분량 최소화를 

한 폐기물 고화체의 핵   열  특

성 평가와 장기 장후 처분기  

합성 평가함  

․공정물질, 폐기물과 회수물의 핫셀 

내 이루어지는 포장분야는 원격 포

장시스템 개발.

․운반시스템이 이로 공정물질 흐

름의 최 화를 한 logistic 분석  

핫셀 속을 한 원격 매카니즘이 

포함한 운반시스템을 개발. 

․특히 장시스템은 다양한 폐기물 

종류 장 리를 한 

MVDS(Modular Vault Dry 

Storage) 장방식을 개발함 

․콘크리트 장용기와 속 운반

장 겸용 용기의 인허가를 한 시험

자료   해석 검증자료 생산 

․사용후핵연료 콘크리트 장용기 

열유동 제거능력 시험 평가와 캐니

스터 유효열 도도 산출 시험

․용기 장기 건 성을 한 해양 환경

의 SCC(Stress Corrosion Cracking) 

평가  O-ring 격납성 평가

․ 속 수송 장 겸용용기의 구조  

 열  안 성을 한 인허가 시험

자료로  낙하, 통, 내진  항공기 

충돌 시험 평가와 화재 시험 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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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  귀하

  이 보고서를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과제(세부과제 "고

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기술개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4. 27

주 연구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 서 기 석

연  구  원

"

"

"

"

"

"

"

"

"

"

"

"

"

: 서  석, 이 주 찬

방 경 식, 최 우 석

이 상 훈, 강 희 

박 창 제, 정 해 선

고 원 일, 이 호 진

황 용 수, 권 기 찬

이 호 희, 정 창 

이 은 표, 이 효 직

김 호 동, 민 덕 기

정 원 명, 조 일 제

남 경 오, 한 상 

박  진, 유 순 

 재 언, 김 기 

김 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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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

0002252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0.3.1~

2012.2.29
단 계 구 분 2/2

연 구 사 업 명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핵연료주기

연 구 과 제 명
과 제 명 핵연료주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 장시스템 개발 

연 구 책 임 자   서기석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15.71명

내부 : 12.21명

외부 : 3.5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2,950,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 2,95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39.32명

내부 : 27.66명

외부 : 11.66명
총연구비

정부 : 5,760,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 5,760,000 천원

연구기 명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시스템공학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 상 국연구기 명 : 

탁 연 구 연구기 명 : 경기 학교 연구책임자 : 김상범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808 page

1. 연구개발 목표

  - 고방사성물질(회수물/waste form) 운반/포장/ 장시스템 개발

2. 연구내용  결과

o 1단계 

 - 이로 공정물질 발생량, 방사능, 발열량 등을 평가하여 단  캐니스터  운반용기의 개념 설정

 - 고방사성물질 운반/ 장 logistics 분석을 통한 운반횟수, 장용량  장기간 등을 최 화  

 - 다목  수평형 핫셀 운반용기 설계  핵임계, 차폐, 열, 구조, 격납 안 성평가 

 - 회 형 개폐장치를 채택한 핫셀 속시스템 설계  안 성 평가 

 - 공정물질 장시스템 개념도출  장방식별 비교평가를 통한 임시 장 방식 선정(vault 방식)

o 2단계 

 - PRIDE 회수물/폐기물의 운반/ 장/ 장치의 설계요건 도출, 설계/제작  비성능 평가

 - 수평형 핫셀 운반용기의 축소모델을 이용한 사고조건 안 성시험  설계인허가 획득

 - 수직형 속시스템의 설계  축소모델을 이용한 성능시험 평가,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 도출

 - 공정물질의 효율  리를 한 통합 장 리방안 분석  장시스템의 열 달 모사/특성평가 

 - 포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캐니스터 시험모델 설계/제작  비안 성 평가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핫셀 운반, 운반용기, 이로 공정폐기물, 안 성분석, 

 장시스템, 장치

어
 Hotcell transportation, Transport cask, Pyroprocess waste,

 Safety analysis, Storage system, Closur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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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제253차 원자력 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리정책을 공론화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바 있고, 제 255차 원자력 원회에서는 공학규모의 이로공정 핫셀 시설을 

2016년까지 확보하는 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발생 폐기물에 

한 운반, 포장  장의 효율 인 리는 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고 폐기

물의 최소화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고속로 재순환을 실 하기 한 

기술  지원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로공정에서 발생하고 우

란 속의 핵물질을 포함하는 고방사성물질에 한 운반 장 기술을 개발한 경

험이 없어, 핫셀 운반 장 기술의 개발이 시 히 요구된다. 이로공정 운반 장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한 국내산업의 기술자립과 간 장시설의 건

설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한 핵연료주기 시

설에서 발생하는 핵물질의 운반 장 안 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개발은 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과제의 주요 연구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연구내용(2007 ~ 2009년)

O 이로공정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  logistics 분석

   - 이로공정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분석

   - 이로공정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logistics 분석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  안 성평가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방안 분석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개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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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용기 안 성 평가

  - 고방사성물질 핫셀 속시스템 설계

○ 이로공정 공정물질 임시 장 방안분석  장방식 선정

  - 이로공정 공정물질의 임시 장 설계기  검토

  - 이로공정 공정물질의 임시 장방안 분석

  - 이로공정 공정물질의 임시 장시설 방식별 비교평가  장방식 선정

■ 2단계 연구내용(2010 ~ 2011년)

O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 장 취 장치 개발 

  - P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 장 취 장치 설계   

  - PPRIDE 핵물질/폐기물 장치 제작  운반/ 장 취 장치 성능평가

O 운반용기 수직형 속시스템 축소모델 개발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 분석

  - 수직형 속시스템의 설계요 분석  축소모델 성능평가 

  -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 분석/평가 

O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열 달 모사/특성평가 

  - 회수물/Waste Form 통합 장 리방안 분석/평가

  -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평가

  - 모의 Waste Form를 이용한 장시스템 열 달 모사/특성평가

O 회수물/Waste Form 포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Canister 시험모델 개발 

  - 회수물/Waste Form 포장시스템 설계요건서 작성 

  - 회수물/Waste Form Canister 시험모델 설계, 제작  성능평가 

IV. 연구개발 결과

  당해 단계의 주요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로공정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  logistics 분석

  - 고방사성물질 운반 장 특성평가 분야에서는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방사능  

운반 장 특성을 분석하 으며, 이로공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해체 시 속폐

기물, 분말화 혹은 해환원 공정 후 알카리 속 핵종, 분말화  해정련 후 

귀 속류 핵종, 해정련 후 회수 우라늄, 해제련 후에 희토류 핵분열 생성물 

 우란 속(TRU) 등이 공정물질로 발생한다. 이로공정의 운반 장을 

한 기  사용후핵연료는 연소도 55 GWd/tU, 농축도 4.5 %  냉각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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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하 으며, 그 특성으로 질량은 우라늄 속인 경우 93 %이상, 방사능

은 알카리 속, 우란 속과 희토류 속인 경우 각각 59 %, 20 %  18 %

이며,  발열량은 각각 42 %, 20 %  28 %로 평가되었다. 

  -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logistics 분석에서는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를 최 화

하여 기존 핫셀용기 비 운반용량을 2배로 증 시켰으며, 신규 운반용기는 

ACP 공정물질 뿐만 아니라 이로공정 물질의 운반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 이산사건시스템 모델링  산모사 방법을 기반으로 ‘line balancing’ 

알고리즘을 용하여 운반 장 logistics 분석 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와 같

은 공정물질의 운반 장 logistics 분석으로 ESPF 임시 장시설의 용량  운

기간을 최 화하 다. 

○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  안 성평가

  -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방안을 도출하기 하여 완충재의 완충특성 성능평가, 단

열재질의 열특성 시험, 기존 핫셀시스템의 차폐, 임계 용성 평가 등을 수행하

다. 한, 신규 핫셀 운반시스템은 개폐  시스템의 특성분석, 비시험

을 수행함으로써 메카니즘을 구 하고 설계자료를 확보하 다. 

  - 핫셀 운반시스템 개념평가에서는 핵임계, 차폐, 열 달, 구조 비해석을 통하여 

운반용기  속시스템의 개념도를 작성하 다. 핫셀 운반용기의 차폐해석 결

과 차폐손실이 20 %에서도 표면선량률이 1.75 mSv/h로 허용치 2 mSv/h 보다 

낮아 차폐안 성이 유지되었다. 열시험  열해석 결과가 10 % 이내로 일치하

여 해석결과에 한 신뢰성이 입증되었고, 정상운반조건에서 용기표면 온도는 

79 ℃로 허용치인 85 ℃ 이내로 만족하 다. 하 낙하 시험장치를 개발하여 완

충재질에 한 동특성 데이터 취득  충격완충체 거셋의 최 치를 계산하여 

완충구조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3종의 다목  핫셀 운반용기  속시스

템에 한 개념설계를 완료하여 기존 핫셀의 호환성  일반용기로의 활용성이 

증 된 독창 인 개념설계도를 작성하 다. 

  - 핫셀 운반시스템 안 성평가는 임계, 차폐, 격납, 열  구조 분야에 해 산

해석  방법을 용하 다. 임계해석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20 kg일 때 유효

증배계수 0.56로 평가되어 한계값인 0.95 이하로 정상과 사고조건에서도 미임계

를 보장하고 있다. 차폐해석 분야에서는 사고조건일 때 운반용기로부터 1 m 거

리에서 0.123 mSv/h이며, 허용 최 선량률 10 mSv/h를 만족하 다. 격납평가

에서는 세라믹 폐기물 21 kg을 운반 재 시 허용 설량 2.08x10
-3

 cm
3
/s로 평

가되었다. 열해석 분야에서는 화재사고조건일 때 납차폐 온도 149 ℃로 허용온

도 327 ℃이하로 평가되었다. 핫셀 운반용기 뚜껑은 회 식, 미끄럼식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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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등의 형식으로 고려하 고 구조해석은 무게 심 낙하사고에서 뚜껑 볼트

의 응력을 평가하 으며 최 응력은 각 형식에서 405 ~ 456 MPa로 계산되어 

허용 응력값 833 MPa 이하로 구조 안 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 핫셀 운반용

기의 비 안 성 시험을 해 1/2 축소모델이 제작되어 낙하, 열  화재 

등 주요 사고조건에 한 시험평가로 해석검증을 완료하 다. 

  - 핫셀 속시스템는 차  개폐장치의 구동 출력을 0.1  0.04 kW로, 정하

을 고려하여 회 부 베어링의 안 율을 4 ~ 16으로 각각 설계되었다. 핫셀 

도어의 개폐장치  핫셀용기 k 차 구동장치는 각각 1/2 축소모델을 통해 성

능평가를 수행하여 설계된 메카니즘의 작동성  제작성을 확인하 다. 한 

속시스템의 설시험계통은 ISO 12807에 따라 평가체계를 수립  He leak 장

비를 확보하 고 pressure r 베e 설 장치개발을 완료하 다.

○ 이로공정물질의 임시 장 방식 선정

  - 이로공정물질의 임시 장 설계기  검토에서는 국내, IAEA, 미국 련법규를 

토 로 장시설의 인허가 요건  설계기 을 검토하 고, 공정물질 종류와 형

태별로 장 캐니스터의 용량 선정  임시 장을 한 단 장 캐니스터 개

념을 도출하 다.

  - 이로공정물질의 임시 장방안 분석에서는 장방식  열 제거 효율이 우수

한 Vault 방식과 콘크리트 용기 방식에 하여 logistics 분석에서 도출된 ESPF 

임시 장시설의 최   캐니스터의 수량을 기 으로 용방안을 도출하 다. 

장 소요면 은 Vault 장방식이 약 200 ㎡로 콘크리트 용기 방식(약 370 ㎡)

에 비하여 장면 의 효율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외 임시 장시설의 사

고조건  설계지침을 토 로, 캐니스터 사고 시나리오는 낙하, 충격, 타격 등에 

한 구조 건 성 유지, 화재 시 건 성, 열 성능 유지, 열 류를 통한 사고방

지, 임계안 성, 격납유지, 자연재해 발생 시 안 성 유지로 설정하 다. 

  - 이로공정물질의 임시 장 방식은 기존 사용후핵연료 장방식 별 열  안

성  다양한 폐기물 효율  리 측면에서 비교평가를 통해 냉각효율성, 안

성, 기술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vault 방식으로 선정하 다.

O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 장 취 장치 개발 

  - PRIDE 공정에서 방생하는 회수물, 폐기물의 운반, 장, 장치에 한 설계

요건 분석,  설계/제작  비안 성평가를 수행하 다.

  - 운반장치 개발에서는 PRIDE 시설 내 운반환경 분석  공정장치와의 연계성 

분석, 운반물의 운반특성  요건을 고려한 2종의 운반용기에 한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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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STL(Small Transfer Lock)을 통과하는 표

운반용기는 UCl3, LiCl, LiCl-KCl 폐기물 등을 이송하는 용기로서 잠 고리를 

이용하여 뚜껑을 본체에 결속하여 원터치로 잠 과 해제가 용이하도록 설계하

다. 용기본체의 외형크기는 φ280×H300 이며, 뚜껑 결속방법에 따라 환형 잠

링 타입, 클램  타입, 잠 고리 타입으로 설계하 다. LTL(Large Tranfer 

Lock)을 통과하는 형운반용기는 우라늄 착물을 이송하는 용기로서 표 운

반용기와 동일하게 잠 고리를 이용하여 결속되며 용기본체의 외형 크기는 φ

700×H570 이다. 운반용기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원격성 시험과 설시험을 수행

하 다.

  - 장용기/취 장치 개발에서는 PRIDE 공정에서 발생되는 회수우라늄 속과 

폐용융염 고화체 장용기  취 장치에 한 설계요건 분석, 설계/제작  

비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불활성 분 기의 2  구조, 불활성 분 기 

제어, 원격취  요건을 고려하여 장용기를 설계, 제작함. 캐니스터 장   원

격취 , 설시험 등의 시운   비 성능시험을 수행하 으며, 장용기의 

설시험 결과 설률이 2.0E-5 Std‧㎤/s로 허용 설률(1.0E-4 Std‧㎤/s) 이내로 

평가되었다. 장용기 취 장치는 집게와 집게의 구동을 한 동모터, 동모

터의 동력 달을 한 ball screw 등으로 구성되며, Grapple은 한번 체결되면 

인 인 힘을 가하지 않고는 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 다. Grapple 시

제품을 제작하여 하 시험, 원격취  시운  등의 비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 장치 개발에서는 PRIDE에서 발생되는 핵물질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canister를 설계하고, bolting closure 방식과 welding closure 방식에 한 

장치를 설계하 다. Bolting closure 장치는 다축제어 방식을 선정하여 bolt 정

렬․분리  체결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 다. Welding closure 장치는 용 기, 

보수장치, NDE의 3개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 다. Bolting Closure 장치는 

제어 넬을 사용해 자동화  원격제어를 수행해 용 할 수 있도록 운 차

서를 작성하 다. Welding Closure 장치를 제작하여 최 의 용 조건  

장치의 성능을 보완하고 비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O 운반용기 수직형 속시스템 축소모델 개발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 분석

  - 수직형 속시스템 축소모델 개발에서는 해외의 설계개념을 분석하여 기능  

요건을 도출하고 공기 분 기의 핫셀과 비방사능구역 내 운반용기의 속에 사

용할 수 있는 수직형 속시스템을 설계하 다. 운반용기 재, 이송  속을 

한 속 차, 팽창 실(Inflatable seal)을 이용하여 완 한   설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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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한 속구, 속시스템의 성능검사를 한 취 장치를 설계하 다. 

수직 속시스템의 1/5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차이송, 용기 속, , 설검

사  용기뚜껑 개폐, 운반물 핫셀 반입/반출  과정의 작동성을 검증하 다. 

원격조작, 공압을 이용한 작동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추후 원형모델 설계를 한 

기본자료를 확보하 다. 수직 속시스템 성능평가 척도 개발  이에 따른 성능

시험을 수행하 으며, 속 시 유지 성능, 정렬성능, 속  물질이송의 용

이성 측면에서 제안된 성능기 을 만족하 다.

  -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 분석 분야에서는 교과부고시 제2009-37호, IAEA Safety 

Series TS-R-1, US 10CFR71  NUREG-1617 에서 규정한 운반용기의 기술기

을 검토하여 핫셀 운반용기의 일반요건, 차폐, 임계, 격납, 열, 구조분야에 한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한, 미국 GE-2000 핫셀용기  해외 핫셀용기의 특성

을 고려하여 허용 설율의 강화, 완충구조 효율 증 , 운반용기 원격취 방법 

등의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 충격완충재질의 모델링에 사용되는 재료모델  구성방정식을 검토하고 운반용

기 9 m 낙하를 고려한 충격시험을 수행하여 시험데이터와 상 성을 갖는 모델 

인자들을 도출하 다. Crushable foam 모델은 재료의 소성변형은 편향변형과 

정압변형으로 구분되며, 1축압축 항복응력, 3축압축 항복응력, 3축인장 항복응력

의 입력이 필요하며 이들 값은 시험 으로 구하 다. 3축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1축시험 데이터를 활용한 구간선형 소성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며 

변형률속도 의존성을 고려하기 하여 응력-변형률곡선을 테이블로 입력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재료의 변형률속도 의존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충격체의 무게와 충돌속도를 조  가능하도록 충돌시험 장치를 개량하여 시험

을 수행하 다. 

O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열 달 모사/특성평가 

  - 회수물/Waste Form 통합 장 리방안 분석은 11종 이로 Waste Stream의 

특성, 고정화 Matrix,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그리고 처분옵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통합하여 붕괴 장하는 개념을 제시하 다. Waste Form을 통합함으

로서 제조, 포장, 장비용의 감  련시설의 최 화가 가능하며, 고 폐

기물의 감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 미국 AFCF  일본 FaCT 등의 실용화시설 배치계획 등을 기 으로, 장용기 

 Canister 취 /운반, 회수물과 Waste Form 장시스템에 한 연계성 분석

하 다. Waste Form의 장안 성과 련한 방사선 분해가스 생성, 내압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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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안 성 항목 분석, 그리고 Waste Form 처리  검사항목 등에 한 

포장의 기본요건서를 작성하 다.

  -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에서는 회수물/Waste form의 발

생량, 방사능, 발열량  물리/화학  특성을 고려하여 장시스템의 차폐, 임

계, 격납, 구조  열 분야에 한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한, IAEA의 폐기

물 장기 인 IAEA S.S.S. No. WS-G-6와 미국 INEEL의 유리화폐기물 장시

설 타당성 분석보고서, IAEA S.S.116  미국의 10CFR72 등의 장 련 자료

를 참조하여 장시스템의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 열 달 특성평가에서는 장시스템의 냉각시스

템에 한 설계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Vault 장방식에 한 1/4 축소시험모

델을 설계, 제작하여 열시험을 수행하 다. 원형모델  축소모델에 한 열해

석을 통하여 1/4 축소모델에 한 성  냉각효율성을 확인하 다. 1/4 축

소시험모델을 이용하여 캐니스터의 붕괴열에 따른 열시험  해석을 수행하

으며, 시험  해석결과가 10 % 이내로 일치하여 해석결과에 한 신뢰성이 입

증되었다. 한, 장시스템에서 굴뚝을 통한 자연 류 열 달률이 70 ~ 80 %

로 평가되어 냉각효율성이 입증되었다. 

O 회수물/Waste Form 포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Canister 시험모델 개발 

 - 회수물/Waste Form 포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분야에서는 미국 NRC 

10CFR60.135 등의 규정과 지침을 기 으로 이로 공정발생 Waste Form의 설

계요건서를 작성하 다. 재 PUREX 재처리시설의 Canister 모델과 

10CFR60.135 등의 규정과 지침, Waste Form 형태, 방사능세기와 붕괴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 인 포장 기 요건를 제시하 고, 이는 붕괴 장이 포함된 

Waste Form 통합 리 개념의 도출에 기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로공정 

Waste Form 특성  발생량 평가는 핵분열생성물 분배계수  공정손실율 등

의 실증  자료, 그리고 Waste의 고정화 Matrix  Waste Loading율 등을 포

함한 고정화 비개념을 평가하 다. 

  - Canister 시험모델 개발에서는 회수물/Waste Form Canister의 구조해석을 토

로 선정된 반타원형 모델과 주름형 시험모델을 설계/제작하 으며, 열 달  

낙하조건에 한 비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열 안 성 평가에서는 Waste 

Form의 붕괴열을 950 W로 하여 주변온도 약 20 °C에서 열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행하 으며, Canister 표면에서의 온도는 약 70 °C로 측정되었다. Lid 

구조형의 낙하시험에서는 바닥 안쪽의 평평한 부분이 동일하게 둥 게 변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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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Wrinkle 바닥형의 구조시험에서 wrinkle이 60 mm에서 52 mm로 측정

되었고, 해석과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이다.

○ 경제  측면

   본 과제에서는 개발한 핫셀 운반시스템  공정물질 임시 장 기술을 활용하여 

핫셀 운반시스템  공정물질 임시 장시스템의 국산화 개발과 련 산업의 활

성화할 수 있으며, 독자 인 핵연료주기 기술 자립으로, 해외로의 외화유출 방지 

 련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산업 으로 한수원과 방사성

폐기물 리공단의 연구와 사업에 직 인 참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추진될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건설 사업에 기술이 이 가능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술자립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기술  측면

   Pyroprocess 운반 장 logistics 분석기술은 pyroprocess 실증시설의 공정물질 운

반시스템 설계를 한 기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국내에서 핫셀 건설

이 추진될 경우 직 인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 으로 사용후핵연료 소외수송 

는 간 장시설의 수송 장 방안분석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과 사용후핵연

료 소내 장 는 간 장사업이 본격화될 때,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지속 으

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 사회․문화  측면

   국내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결정과 함께 발 소 방사성폐기물 운반과 

련된 국민 심도가 증 됨에 따라,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핫셀 운반시스템 

 공정물질 임시 장 기술을 통해 핵물질의 운반  장 안 성 향상에 이바

지함에 따라 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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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Hotcell Transportation System Technology for High 

Radioactive Material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253th National Atomic Energy Committee(AEC) decided a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by a public arrangement, and the 255th AEC also 

announced an engineering-scale pyroprocess hot cell facility will be 

established by 2016. Effective managements of the transportation, storage and 

packaging for pyroprocess wastes will attribute to an economical benefit, 

which pursue the technical supports to realize a volume reduction of spent 

nuclear fuel and the recycling of fast reactor by minimizing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Since our country has no experience to manage the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s including a nuclear material generated from 

pyroproces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immediately. Development of hot cell transportation and storage system will 

be needed on a technological establishment of domestic industry for a recycle 

of the spent nuclear fuel and a utilization of spent nuclear fuel interim 

storage business. And the enhancement of nuclear material transportation and 

storage safety will increase a reliability to the public.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1st phase (2007 ~ 2009)

○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logistics analysis of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ation an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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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nsportation and storage characteristics analysis of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 

  - Logistics assessment of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ation and 

storage

○ Design and safety assessment of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 Establish design concept of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 Concept evaluation of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for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s 

  - Safety assessment of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for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s

  - Design of hot cell docking system for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

○ Comparative evaluation of temporary storage options for pyroprocess 

materials and wastes and selection

  - Consideration of temporary storage design criteria for pyroprocess materials 

and wastes

  - Comparative evaluation of temporary storage options for pyroprocess 

materials and wastes

  - Selection of temporary storage system for pyroprocess materials and wastes

■ 2nd phase (2010 ~ 2011)

○ Development of PRIDE nuclear materials/wastes sealing/transport/storage 

equipments 

  - Design of PRIDE nuclear materials/wastes sealing/transport/storage 

equipments   

  - Performance evaluation of PRIDE nuclear materials/wastes 

sealing/transport/storage equipments

○ Development of vertical hotcell docking system and analysis of design 

requirements for hotcell transport cask

  - Performance evaluation of vertical hotcell docking system with scale model 

  - Analysis and evaluation of design requirements for hotcell transport cask 

○ Design requirements analysis for storage system of recovered materials/waste 

forms and heat transfer simulation and evaluation 

  - Analysis and evalu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plan of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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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waste forms storage

  - Design requirements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covered materials/waste 

forms storage systems

  - Storage system heat transfer simulation using simulated Waste Forms

○ Design requirements analysis for recovered materials/waste forms packaging 

system and development of canister test models

  - Design document production for recovered materials/waste forms packaging 

system  

  - Design, 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canister test models

IV. Results of Project

   Important achievement of the project for the first stage is as follows:

○ Transportation and storage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logistics analysis of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s 

  - We analyzed the important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s generated form pyroprocess such as heat generation, 

radioactivity and transportation, storage characteristics. During pyroprocess, 

metal wastes are generated from the spent fuel de-cladding, alkali metals 

from vol-oxidation or electrolytic reduction, noble metals from vol-oxidation 

or electrolytic refining, recovered Uranium from electrolytic refining, rare 

earth metal and TRU from electrolytic refining. The nominal condition of 

spent fuel considered in the analysis for pyroprocess is burn-up of 55 

GWd/tU, enrichment of 4.5 % and cooling period of 10 years. The results 

show that the Uranium metal has over 93 % of mass fraction, and Alkali 

metal, TRU metal, rare earth metal has 59 %, 20 %, 18 % of radioactivity 

fraction and 42 %, 20 %, 2 % of heat generation fraction respectively. 

  - In the logistics analysis, the transportation capacity of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was doubled by design optimization and it is found that the new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can carry not only ACP process materials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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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rocess materials. We developed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logistics 

analysis program using the 'line balancing' algorithm based on the discrete 

event system modeling and simulation. Thus developed technology wa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optimization of capacity and operation period of 

the interim storage facility of ESPF. 

○ Design and safety assessment of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 To gain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design a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we performed the shock absorbing performance test of materials, thermal 

characteristics test of insulation materials, shielding and criticality evaluation 

of existing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s. We also performed the analysis 

on the closure and sealing system and pre-test of newly developed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 Through the preliminary analyses on the criticality, shielding, heat transfer 

and structural performances, the concept of new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was derived.  As a result of shielding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surface radiation level of the new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was 1.75 

mSv/h which is smaller than the allowable limit 2 mSv/h. The thermal 

analysis and test results showed very good correlation and in the normal 

condition of transportation,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cask was 

calculated to be 79 °C, which is below the allowable limit 85 °C.  We 

devised a test equipment for the shock absorbing performance of various 

insulating materials such as wood, foams and honeycomb 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impact limiters were obtained using the equipments. A 

multi-purpose hot cell cask was devised together with a new docking 

system, which can be of great versatility.  

  - In the safety assessment of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we utilized the 

computational analyses for criticality, shielding, containment, thermal and 

structural performance.  In the criticality analysis, the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was calculated as 0.56 which is much smaller than the limit value 

0.95, thu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in the normal transport condition and 

accident condition. In the shielding analysis, the radiation dose at 1 m from 

the surface was calculated as 0.123 mSv/h, which lies within the allow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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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 10 mSv/h).  In the containment analysis, the leak rate was 

calculated as 2.08×10
-3

 cm
3
/s when 21 kg of ceramic waste was loaded, 

which is again allowable. In the fire accident analysis for thermal evaluation, 

the temperature of lead shield was calculated as 149 °C which is again less 

than the allowable temperature 327 °C. The lid of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is design into three types with the rotating, sliding and bolt-closure lid. 

In the structural analysis, the bolt stress was used to assess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cask under the 9 m drop condition with center of gravity 

above the lid flange. The range of bolt stress was calculated as 405 MPa ~ 

456 MPa which is below the allowable stress limit 833 MPa. To confirm the 

analysis results of the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a 1/2 scale test model 

was fabricated and tested, where the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analysis results.  

  - In the design of hot cell docking system, the power of trailer and lid 

operating system was set as 0.1 and 0.04 kW respectively. The bearings in 

the rotating parts has safety margin of 4 ~ 16 considering the weight of the 

rotating parts. The 1/2 scale model of trailer and hot cell docking system 

were fabricated to show the effectiveness and fabricability of the newly 

developed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The leak tightness test procedure 

for the docking system was set up based on the ISO12807 and new leak test 

equipment using pressure rise was developed. 

○ Comparative evaluation of temporary storage options for pyroprocess 

materials and wastes and selection

  - We examined the domestic, IAEA and US regulations and license 

requirements related to the interim storage of pyroprocess generated 

materia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materials, new 

concept of storage canister was developed with optimized capacities.  

  - Among the interim storage facilities, we examined the vault type system and 

the concrete silo system which are known to have superior heat removal 

performance. We considered the maximum amount of storage canisters from 

ESPF derived from the logistics analysis with the above mentioned storage 

systems. It was shown that the vault type needs less space (200 m
2
)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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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rete silo (370 m
2
). Based on the design basis events and accident 

analysis of the foreign interim storage facilities, a set of accident conditions 

were derived such as drop, impact, collision, fire, natural disasters and so 

on.  

  - For the storage system of pyroprocess materials, we selected the vault type 

since its superior heat removal performance, safety and effectiveness in waste 

management.

○ Development of PRIDE nuclear materials/wastes sealing/transport/storage 

equipments  

  - The design requirements for transport/storage/sealing equipments for the 

pyroprocess generated recovered materials and wastes are analyzed. Design, 

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ose equipments are performed.  

  - The following items are analyzed: transportation environment within PRIDE, 

interface with the process equipments, characteristic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be transported. Two types of transport container are developed and 

tested. The standard transport container carreis UCl3, LiCl, LiCl-KCl wastes 

and adopts one-touch buckle type locking mechanism for easy handling by 

remote manipulators. It is sized such that it can be transported into/out of 

PRIDE argon hot cell through the STL(Small Transfer Lock). Its dimension is 

φ280×H300 and has three type of locking mechanism: locking ring type, 

clamping type, locking hook. The large transport container carries recovered 

uranium and has the same locking mechanism and bigger size φ700×H570. 

The prototypes of each package were fabricated and their sealing and 

easiness of remote handling were tested. 

  - The design requirements of storage container and its handling equipments 

for recovered uranium and salt wastes are analyzed. Design, 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ose equipments are performed. The container 

has double sealing mechanism with inert gas atmosphere and remotely 

handled. In the performance test, the He leak rate was measured as 2.0E-5 

Std‧㎤/s which is below the allowable limit. The handling equipment is 

composed of hooks, electric motor to drive hooks, a ball screw to transmit 

power to the motor. The grapple is designed such that once the hook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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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d, the locking is not released until external force is exerted to release it. 

A prototype of the grapple is fabricated and tested to check its load bearing 

capability, remote handling. 

  - Canister system is designed acco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materials and wastes generated from PRIDE. A bolt type closure equipment 

and a welding type closure equipment are designed and fabricated. Bolt 

closure type equipment adopts multi-axial control mechanism so that it can 

arrange, sort and tighten the bolts. The welding closure equipment has 

capability of welding, weld repairing and NDE. The operating manual of the 

two closure equipments are produced and  the welding closure equipment 

are fabricated and tested to find the optimal welding condition.  

○ Development of vertical hotcell docking system and analysis of design 

requirements for hotcell transport cask 

  - The design concept of foreign advanced fuel cycle facilities are analyzed to 

deriv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hotcell docking system. A design 

concept was generated for a vertical docking system between air hotcell and 

non-radioactive area. It consists of a docking cart to carry and dock 

transport cask to the hotcell door, a hotcell door with imbedded inflatable 

seals for sealing and leakage check during docking process, and handling 

equipments. A 1/5 scale model of the developed vertical hotcell docking 

system is fabricated to verify the docking concept. The docking procedure 

consists of cart carrying, docking of cask, sealing, leakage check, removal of 

cask lid and hotcell door lid and transport of contents. The developed 

system has remote handling capability and utilize air pressure to drive 

docking mechanism. The design data will be utilized in the future to design 

the full scale vertical hotcell docking system. It was shown that the 

developed system satisfies the performance specification. 

  - The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were analyzed for the 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 container stipulated in the MEST Notice 2009-37, IAEA 

Safety Series TS-R-1, US 10CFR71 and NUREG-1617. Requirements in the 

structure, thermal, confinement, shielding, and criticality are summarized.  

By analyzing the design of foreign hotcell docking cask such as G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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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tringent requirements were derived on the allowable leak rate, 

efficiency of shock absorbing structure and remote handling. 

  - The constitutive models used to describe the mechanical behavior of shock 

absorbing materials are examined and the model parameters are found by 

performing dynamic impact test simulating a 9 m drop tests. The crushable 

foam plasticity model decompose the deformation into hydrostatic 

deformation and deviatoric deformation and it requires the 3 axis 

compression test as well as 1 axis compression test.  Those can be obtained 

by tests but the 3 axis compression test is very difficult, an alternative 

method was tried using the piecewise plasticity model utilizing data of only 

1 axis compression test. To account for the strain rate effect, the test 

equipments are modified in such a way that the impact velocity and mass 

can be controlled. 

○ Design requirements analysis for recovered materials/waste forms packaging 

system and development of canister test models

  - The following items are analyzed to find the optimal strategy of waste 

management: the characteristics of 11 waste streams of Pyroprocces, 

stabilizing matrix, radioactivity and heat dissipation and disposal option. A 

strategy of integrated decay storage is proposed which leads to reduction of 

costs related with fabrication, packaging and storage of wastes by integrating 

various waste forms.  

  - From the facility layout plan of AFCF (US) and FaCT (Japan), the interface 

of storage container, canister handling and transport and waste form storage 

system is analyzed.  Regarding to the safety of waste form storage, the 

requirements about the fission gas generation, pressure rise inside canister, 

thermal safety and the pre-examination of waste form before packaging are 

analyzed.

  - The design requirements of storage system in terms of shielding, criticality, 

confinement, structure and thermal safety are derived by analyzing the 

amount, radioactivity, heat generation and physical/chemical characteristics of 

recovered materials and wastes generated from Pyroprocess.  And the 

following documents are examined and reflected to derive the design 



- xxi -

requirements of storage system: the IAEA standard for waste storage, IAEA 

S.S.S. No. WS-G-6, INEEL glass waste form storage facility feasibility report, 

IAEA S.S.116 and relevant subsections of 10CFR72. 

  - A 1/4 scale model of vault type storage system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o obtain the design data of its cooling system. Heat transfer experiments 

were performed and the cooling efficiency was calculated. The test data and 

numerical simulation data show very good agreement.  It was found that 

the heat transfer rate through the natural convection to the chimney of the 

storage system reaches 70 ~80% showing that the cooling efficiency is 

satisfactory.  

○ Design requirements analysis for recovered materials/waste forms packaging 

system and development of canister test models 

  - The design requirement document for Pyroprocess generated wasteform are 

produced from the analysis on the regulation, guides stipulated in US NRC 

document 10CFR60.135.  The requirements for waste form packaging are 

derived considering the canister model utilized in the PUREX facility, 

regulations and guides in 10CFR60.135 and shape, radioactivity and decay 

heat of waste forms. These requirements are utilized as supporting basis for 

the integrated waste management plan.  In the characterization of 

Pyroprocess waste forms, the demonstrative data such as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of fission products, process loss were analyzed and pre-concept of 

waste stabilization including immobilizing matrix and waste loading rate 

were examined.  

  - The semi-elliptical model and wrinkled model canister are designed and 

fabricated which were selected through structural analysis in their impact 

performance. Performance tests in terms of impact resistance and thermal 

safety are performed. In the thermal test, the decay heat is set as 950 W 

with ambient temperature of 20 °C. When the thermal equilibrium is 

reached, the surface temperature of canister is measure as about 70 °C. In 

the drop tests, the deformed shape showed very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f numerical simulation in both type of ca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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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s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project have the following applicability and 

potential impacts. 

  

○ Economic aspects

   The hot cell transportation system and interim storage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project for the process materials can contribute to the domestic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related area and invigorating the related 

industed.  Also, it will help independent development of advanced back end 

fuel cycle technology and thus help to reduce the dependency on the foregin 

technology. Through this technology, we can take part in the business hosted 

by the KHNP and KRMC and can contribute to the design and construhe 

do of interim storage facility for the spent nuclear fuels. We believe the 

economic impact of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reach nation wide.

○ Technological aspects

    The logistics analysis technique for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pyroprocess materials can be used as the design basis of the pyroprocess 

demonstration facility and other hot cell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can be 

used in connection with industries for the transportation of spent nuclear 

fuel within or ou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othe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cluding the interim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e public attention to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has been increasing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disposal site for the intermediate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s.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used to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materials with increase safety and efficiency 

and thus contribute to gain the confidence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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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 본 기술은 공학규모 시험시설에 도입되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장, 

그리고 PWR 사용후핵연료의 PYRO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고화체

(Waste Form)와 회수 잉여 우라늄 속 등을 효율 으로 안 리하는 기술로 

정의됨. 

 ○ 특히 Waste Form 리기술은 방사능 세기, 붕괴열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포장 

 장방법이 상이하며, 궁극 으로는 처분과 연계된 선진핵연료주기의 안

성, 기술성  경제성에 지 한 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임. 연구의 목 은 아

래의 그림과 같이 공학규모 시험시설에 도입되는 PWR 사용후핵연료 운반  

수납, 장기술, 그리고 PYRO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Waste Form의 Canister 

포장 기술, 핫셀 간 운반기술, .단기  붕괴 장기술, 회수 잉여 우라

늄 속의 장 리기술의 개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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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 제255차 원자력 원회(’08년 12월 22일)에서는 SFR과 연계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발이 포함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장기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함.  단

계에서 Lab-scale 이로 공정의 성공  개발과 더불어 inactive demonstration

을 한 공학규모 PRIDE의 건설이 기에 추진되고, 한 차기단계에서 수행

정인 공학규모 실증시설의 완성을 해서는 고방사성물질 운반/포장/ 장

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이 선행 추진되어야 함.  

  ○ 고방사성물질 운반/포장/ 장 핵심기술은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의 완성, 그리

고 더 나아가서는 고방사성물질 안 리 등 기술  요건을 만족하는 이로 

기반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의 실 을 해서 선행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기술

임. 

  ○ 특히 공정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단기  붕괴 등 안  장 리 기술은 

처분 상 고 폐기물의 최소화  처분효율을 극 화 할 수 있으며, 극

으로는 도입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의 안 성  경제성 향상에 큰 향을 미치

는 핵심 기술임. 

  ○ 국내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으나, 이로공

정에서 발생하고 우란 속의 핵물질을 포함하는 고방사성물질에 한 운반

장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없어 향후 공학규모의 이로공정 실증시설 설계

에 비하여 동 기술의 개발이 시 히 요구됨. 한, 핫셀에서의 속 환원공

정의 실증을 하여 기존의 핫셀 용기보다 운반용량  안 성이 향상된 핫셀 

운반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공학규모 운반시스템의 설계 자료를 생산하여야 

함. 

 나. 경제.산업  측면

  ○ 향후 국내 핵연료주기시설에서의 속연료와 발생폐기물의 포장/운반/ 장 

비용은 미국 기 으로 환산할 경우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동 기술

은 반드시 국산화 되어야 함. 본 과제에서 개발할 이로공정 운반/ 장 기술

은 운반용기 설계 련 산업체로 이 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음. 이로공정에서 개발될 고방사성물질 운반  장시스템 기술은 향후 추

진될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건설 사업에 기술 이 함으로써 국내산업

의 기술자립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필요함.   

 다. 사회.문화  측면

  ○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 성 확보는 국내 핵연료주기 실 에 가장 요한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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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특히, 핵연료주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물질을 시설 내

외로 운반 장할 경우의 안 성이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차 강화되고 있

는 국내외 방사성물질 운반/ 장 법규에 부합되는 운반/ 장시스템 기술 개

발을 통해 핵연료주기 시설의 안 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신뢰성을 증진시

켜야 함.  최근 방사성폐기물 운반은 국내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결정과 함께 발 소 방사성폐기물 운반의 국민 심도가 증 됨에 따라, 핵

연료주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핵물질의 운반/ 장 안 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개발은 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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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내용  범

○ 1차년도 (2007년)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분석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기  검토  방안분석

    - 핫셀 운반용기 기술기  

    - 핫셀 운반시스템 개폐방식   방안분석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 설계기  검토

    - 공정물질(핵물질  고방열성물질) 장시설 설계기   인허가 요건

○ 2차년도 (2008년)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logistics 분석

    - 사용후핵연료  고방사성물질 운반용량 평가  증 방안 분석

    - Pyroprocess 공정물질 장용량 평가  logistics 최 화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개념평가

    - 핫셀 운반용기/ 속시스템의 개념도 작성

    - 핫셀 운반시스템 설시험  격납평가 개념수립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방안 분석

    - 공정물질 포장  장방식별 핵물질 용방안 분석

    - 공정물질 임시 장 캐니스터 사고조건 시나리오 분석 

○ 3차년도 (2009년)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용기 안 성 평가

    - 핫셀 운반용기 차폐, 열, 구조, 격납 안 성 평가  안 성분석보고서 작성 

 ∙고방사성물질 핫셀 속시스템 설계

    - 핫셀 수평 속시스템 설계  구조안 성 평가 

    - 핫셀 속시스템 설시험장치 계통 구성  설계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시설 방식별 비교평가  장방식 선정

○ 4차년도 (2010년)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 장 취 장치 설계   

 ∙운반용기 수직형 속시스템 설계요건 분석/평가  축소모델 설계 

    - 수직형 속시스템의 설계요건서 작성  축소모델 설계

    - 수평형 핫셀 운반용기 설계승인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평가

    - 회수물/Waste Form 통합 장 리방안 분석/평가

    - Waste Form 장시스템의 열 달 시험모델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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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1차년도 2007

고방사성물질운반

장 특성평가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분석 

 -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방사능 특

성 자료분석

 -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운반 장 특

성 자료분석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 방안도출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기

 검토  방안분석

 - 핫셀 운반용기 기술기  검토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방안분석

 - 핫셀 운반시스템 개폐방식   방

안분석 

Pyroprocess 공정

물질의 임시 장 

설계기  검토

◦Pyroprocess 공정물질(핵물질  고방사

성물질)의 임시 장 설계기  검토

 - 공정물질 장시설 인허가요건 검토

 - 공정물질 장시설 설계기  검토

2차년도 2008

고방사성물질 운반 

장 logistics 

최 화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logistics 분석

 - 사용후핵연료와 고방사성물질 운반용

량 평가  증 방안 분석 (ACPF 운

반용량 2배 증 )

 - Pyroprocess 공정물질 장용량 평가 

 logistics 최 화 

    - Waste Form 장시스템의 설계요건서 작성

 ∙회수물/Waste Form 포장시스템 설계요건서 작성  Canister 시험모델 설계

/제작

○ 5차년도 (2011년)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치 제작  운반/ 장 취 장치 성능평가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 분석/평가  수직형 속시스템 축소모델 성능평가

    - 핫셀내 핵물질/폐기물 운반용기 설계요건서 작성

    - 운반용기 수직형 속시스템 축소모델 제작/성능평가

 ∙모의 Waste Form를 이용한 장시스템 열 달 모사/특성평가

 ∙회수물/Waste Form Canister 시험모델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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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운반시스템 

개념정립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운반시스템 개념평

가

 - 핫셀 운반용기  속시스템의 개념

도 작성

 - 핫셀 운반시스템 설시험  격납평

가 개념수립

Pyroprocess 공정

물질의 임시 장방

안 도출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방안 분

석

 - 공정물질 포장  장방식별 핵

물질 용방안 분석

 -공정물질 임시 장 캐니스터 사고조건 

시나리오 분석

3차년도 2009

핫셀 운반용기 안

성평가 완료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운반용기 안 성 

평가 

 - 핫셀 운반용기 차폐, 임계  격납 안

성평가 (사고 후 1 m 선량 10 

mSv/h, 설량 A2/week이하)

 - 수평형 핫셀 운반용기 구조  열안

성평가 (납차폐체 300 ℃, 재 온도 

200 ℃이하) 

 -안 성분석보고서 작성

핫셀 속시스템 

설계완료

◦고방사성물질의 핫셀 속시스템 설계

 - 핫셀 수평 속시스템 설계  구조안

성 평가 

 - 핫셀 속시스템 설시험장치 계통구

성  설계

Pyroprocess 공정

물질의 임시 장 

방식선정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시설 방

식별 비교평가  장방식 선정

 - 공정물질 임시 장시설 방식별 비교

평가 

 -공정물질 임시 장시스템 선정

4차년도 2010

운반용기 속시스

템 설계요건 분석/

평가  축소모델 

설계

◦운반용기 속시스템 축소모델 설계  

수평형 핫셀운반용기 설계승인

 -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장치 설계

 - 수직형 운반용기 속시스템 설계도 

작성

 - 수평형 핫셀운반용기 설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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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물 / W a s t e 

Form 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평

가

◦회수물/폐기물 장 취 장치 설계  

Waste Form 장개념 확립

 -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용기/취 장치 

설계도 작성

 -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 설계요

건서 작성

 - Waste Form 장시스템의 열 달 시험

모델 장치

회 수 물 / W a s t e 

Form 포장시스템 

설계요건서 작성 

 Canister 시험

모델 설계/제작

◦회수물/폐기물 장치 설계  Waste 

Form 포장개념 확립

 - PRIDE 핵물질/폐기물 Canister 장치 

설계도

 - 핵물질/Waste Form 포장시스템 설계요건

서

 - 회수물/Waste Form Canister 시험모델 시

제품

5차년도 2011

PRIDE 핵물질/폐

기물 장치 제

작  운반/ 장 

취 장치 성능평가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서 분석/평가  

수직형 속시스템 축소모델 성능평가

 -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장치 시제

품 제작

 - 핫셀운반용기 설계요건서 작성

 - 운반용기 속시스템 시제품 제작

모의 Waste Form

을 이용한 장시

스템 열 달 모사/

특성평가

◦회수물/폐기물의 장취 장치 제작  

장시스템의 열 달 특성 비평가

 -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용기/취

장치 성능평가

 -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의 연

계성 평가

 - 모의 Waste From 장시스템의 열

달 평가

회 수 물 / W a s t e 

Form Canister 시

험모델 성능평가

◦회수물/폐기물의 장치 제작/설치  

Waste Form Canister 시험모델 비안 성 

평가

 -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치 시제

품

 - 회수물/Waste Form Canister 시험모

델 성능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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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기술개발 황

개념정립 단계 ○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Operations

8

CommDemoTechnology DevelopmentStage

97654321TRL

Operations

8

CommDemoTechnology DevelopmentStage

97654321TRL

미국(GNEP)

일본(FaCT)

러시아(DOVITA)

  ○ 미국은 2009년 4월 15일부터 AFCI(GNEP 포함) 로그램을 Fuel Cycle R&D 

로그램으로 체하고, 선진핵연료주기의 기술성, 경제성  안 성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공정발생폐기물의 처리, 포장, 장  처분옵션 등이 포함

된 통합폐기물 리 략기술
* 

등에 한 연구를 으로 추진하고 있음. 

[2-1]

Fig.2.1-1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trategy Logic Diagram

  ○ 미국 국립연구소 주 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학규모 UREX+1A와 PYRO공정의 

실증시설인 AFCF*(Advanced Fuel Cycle Facility)에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UREX+1A와 PYRO공정의 Waste Stream에 한 고정화, 장 리  처분에 

한 옵션을 제안하고, 처분 상 고 폐기물의 최소화  처분효율 극 화

에 한 연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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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GNEP/AFCI - Aqueous and Electrochemical Processing Waste Streams

     *PPE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BT : Rags, Bags and Tags  

  ○ 최근 미국 INL 국립연구소에서는 UREX+1A 공정에서 발생한 유사한 특성의 

Waste Form을 조합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 경제  이득효과에 한 정

량 인 평가를 통한 통합폐기물 리기술*의 최 화에 한 연구를 으로 

추진하고 있음.

1. 고방사성물질(SF/Waste Form/회수물) 운반기술

  ○ 미국은 EBR-Ⅱ  ATR로부터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HFEF)로 사용후

핵연료를 운반하기 해 GE-2000 운반용기  속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사용후핵연료 처리 후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Radioactive Scrap and 

Waste Facility(RSWF)로 운반하기 해 HFTF-14 운반용기를 개발하 으며, 

Waste Isolation Pilot Plant (WIPP)로 운반하기 해 RH-TRU 72B 운반용기, 

CNS 10-620B 운반용기 등을 개발하 고, AFCI에서 발생하는 waste form의 

종류  에 따른 다양한 운반용기를 개발하고 있음.

  

 Fig. 2.1-3 GE-2000 transportation package      Fig. 2.1-4 Docking device for G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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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5 RH-TRU 72B package           Fig. 2.1-6 CNS 10-160B package

  

  ○ 랑스는 사용후핵연료를 핫셀로 운반하기 해 7종류의 basket을 용할 수 

있는 TN-MTR 운반용기, 사용후핵연료 rod  pin을 운반하며 수직․수평 

속이 가능한 TN-106 운반용기,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다목  운

반용기인 RD-26 운반용기  재처리된 우라늄을 포함한 비조사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TN-UO2 운반용기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 네델란드는 Mo 생산시설에서 잔류 우라늄을 운반하기 해 수평으로 속하

는 Goslar 운반용기, HFR에서 HCL(Hot Cell Laboratory)로 조사캡슐을 운반

하기 한 Tonolli 운반용기, 고체 폐기물을 운반하기 한 JRC 운반용기  

수직․수평 속이 가능한 STEK 운반용기 등 24종류의 운반용기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Fig. 2.1-7 Goslar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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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Tonolli transport package

  ○ 일본 력 앙연구소(CRIEPI)는 장 이후 수송안 성 평가를 해  크립손상 

평가시 용하는 Larson-Miller 인자를 사용하여 오링의 건 성 유지 최 기

간을 평가하 음.

2. 회수물  Waste Form의 포장/ 장 리 기술

  ○ 미국 INL 연구소에서는 EBR-II Spent Fuel Treatment Project의 일환으로 

Waste Salt 처리공정의 Scale-up 연구와 포장개념을 제시함. Waste Salt의 처

리공정의 용량은 약 350 ～ 400 kg으로 Scale-up 처리공정의 Demonstration

를 성공 으로 완료함*. Waste Salt 처리 Scale-up 공정은 Canister의 포장용

이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일차용기 기능의 Container를 직  

Canister에 포장하는 개념임. 특히 Scale-up 공정은 Cermaic Waste의 제조과

정에서 부피가 60 % 감소로 인한 문제 의 해결, 그리고 Waste Form의 도

향상과 기공율 최소화를 한 추가공정이 없이 직  제조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하며,  Hot Cell에서의 원격 취 성 향상된 신개념의 기술임.

Fig. 2.1-9 Ceramic Waste Form Container and Handl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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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1-1 Pressureless Consolidation Furnace Final Density Results

  ○ 2011년 미국 SRNL(Savannah River National Laboratory)는 Defense Waste의 

Glass Waste Form의 냉각단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Glass Waste Form의 

깨짐 혹은 결정화에 의한 건 성 상실 등의 정량  평가를 해 냉각속도에 

따른 Waste Form의 축방향  길이방향의 열 분포를 평가할 수 있는 

Simulation Code 개발함. 

  ○ 미국 FCRD Program의 NEAMS(Nuclear Energy Advanced Modeling & 

Simulation) 분과에서는 선진핵연료주기를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FIT 

2.0 Model(Fuel Cycle Integration and Tradeoffs) Simulation Code를 개발하

음*. 여기에는 Fuel Cycle에서 발생하는 잠재  Waste Stream에 한 정의, 

그리고 Waste Form의 발생량과 특성(방사능세기와 붕괴열, 핵종의 농도) 등

에 한 정량 인 모사 기능도 가지고 있음. 궁극 으로는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trategy에 한 기술  타당성과 기본  

방향의 제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진핵연료주기의 기

술성과 안 성,  경제성 등에 한 비평가에 그 목 을 두고 있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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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0 Illustration of the Glass Waste Form Output of FIT 2.0 Model

  ○ 일본원연주식회사는 2011년 해외 탁재처리 반환폐기물 재 Canister, 그리

고 장시설의 안 성에 한 정량  평가를 수행함. 특히 반환폐기물 재 

Canister의 안 성 평가항목으로는 방사선분해 가스농도, 내압 상승, Canister 

부식과 열 안 성에 주안 을 두고 평가를 수행하 음. 반환폐기물의 장시

설은 방사선 차폐와 냉각기능, 냉각공기의 방사화, Canister 낙하  냉각기능

의 상실 등의 항목에 한 안 성 평가를 통한 장시설의 설계와 기술  검

증을 수행한 경험이 있음.

   
Fig. 2.1-11 Conceptual drawing of storage facility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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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2 Analysis model and result for cooling air in storage facility

  ○ 년  미국은 GNEP PEIS(Progra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의 

공청회에서 GNEP의 핵심목표인 처분 상 고 폐기물의 획기  감축으로 

인한 제 2 처분장 필요성 배제와 방사능 독성의 감에 의한 환경 해도 최

소화 등의 달성에 한 일부 문가들의 회의 인 시각 등이 제시됨. 이에 따

라 2010년부터 착수되는 FCRD*에서는 Separation 공정의 폐기물 발생량  

Stream 최소화, 그리고 Waste Form의 안 리 등 신기술의 개발에 을 

맞추고 있음. 아울러 폐기물 Loading 률 극 화, 내열, 내침출성  내방사능 

특성을 가진 신 고정화 물질의 개발, 그리고 안 성과 경제성 등의 요건을 만

족하는 Waste Form 제조기술에 해 더욱 확 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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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Operations

8

CommDemoTechnology DevelopmentStage

97654321TRL

Operations

8

CommDemoTechnology DevelopmentStage

97654321TRL

재기술수

2011년 이후 
기술   수

2016년 이후
기술   수

  ○ 국내는 Lab-scale 실증시설인 ACPF(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에서의 핵연료 물질  폐기물의 운반시스템에 한 설계  

제작 경험을 일부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 공학규모 실증시설의 고방사

성 물질 운반/포장/ 장 련 기술지원을 해서는 여러 형태의 Waste 

Form/회수물에 한 운반, 포장  장기술의 확보가 시 한 실정임.  

  ○ PYRO공정에서 발생되는 회수물/Waste Form 운반  포장용기 등의 개발실

은 없으나, 이들 용기의 설계기술은 확보하고 있음. 한 PWR SF 운반용

기  폐기물 운반/ 장용기에 한 설계경험과 안 성평가를 한 다목  

시험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1. 고방사성물질(SF/Waste Form/회수물) 운반기술

  ○ 다목  핫셀 운반용기 개발

     - 핫셀 운반용기의 기술  요건 : 핫셀과 운반용기는 슬라이딩 차폐도어  단

착식 , 완충/단열 요건을 만족하는 핫셀 운반용기의 개발.  

      ․정  비 동 재료특성에 있어 완충력 25 % 증가, 변형률 10 % 감소

      ․우 탄폼/발사우드/K-Resin에 한 단열 두께는 30/50/30 ㎜로 평가

     - 핫셀 형태  운반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3가지 뚜껑을 동일한 운반용

기 본체에 결합한 다목  핫셀 운반용기의 개발. 

      ․회 개폐: 신규 핫셀운반 /상하개폐: 기존 핫셀운반 호환 /일반 운반용기

      ․운반물: 사용후핵연료 20 kg/세라믹폐기물 30 kg/Cs+fly ash 폐기물 6 kg

       ․크기  량 : Φ 800 mm × 1,150 L mm, 4.5 톤

     - 수평형 핫셀 운반용기의 안 성평가는 미임계, 차폐, 열, 구조  격납분야에 

한 평가를 수행함. 

      ․미임계평가 : 사용후핵연료 20 kg일 때 유효증배계수 0.56 < 허용값 0.95  

      ․차폐평가 : 정상조건에서 용기 표면 0.976 mSv/h < 허용값 2 mSv/h 

      ․열평가: 납차폐온도 149 ℃<허용값 300 ℃, 재 208 ℃<허용값 250 ℃

      ․격납평가 : 설측정량 2.22x10
-5

 < 허용값 4.16x10
-5

 cm
3
/s(10

-6
 A2/h)

      ․구조평가 : 뚜껑 3 종류에 구조해석결과를 ASME Sec. III Div. 3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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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운반용기에 한 1/2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핫셀 운반용기의 안 성

시험평가를 수행하여 설계인허가 획득을 한 자료를 생산함.  

     - 개발된 운반용기는 독창 인 설계개념으로 모델제작  평가를 통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이는 수평 속용 운반용기로서 용량 운반용기로

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음.

미임계/차폐/열/구조/격납 평가  

다목  핫셀 운반용기 개략도

인허가시험

(낙하/ 열/화재/침수)

수평형핫셀운반

용기 

설계승인서

  ○ 회 개폐장치를 이용한 수평형 핫셀 속시스템 개발

     - 수평형 속시스템은 4톤 량 운반용기 취 가능 이송 차( 차, 회 개폐

장치, align 장치, 속 일, 모터), 리어도어  취 장치로 구성됨.

     - 핫셀 속시스템 특징 : 개폐  지속  차폐 유지, 내부이송경로를 제외한 

공간의 차폐 유지,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 감

     - 비모델을 제작하여 원형시스템의 필요사양을 도출함. 개발된 속시스템은 

특허(2008-0006139) 출원함. 재 1/2 축소모델로 성능 시험평가를 완료함.

Fig. 2.2-1 Conceptual drawing of horizontal docking 

system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핫셀에서 사용할 목 으로 사용후핵연료 단  20 

kg 는 공정폐기물 50 kg을 운반할 수 있는 핫셀운반용기 KHP-1을 개발하

여 2011년 4월에 설계승인을 획득하 음. KHP-1은 수평으로 핫셀 리어도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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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상 으로 작은 용량의 운반물을 핫셀로 반입 

는 반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운반용기 본체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3가지 종

류 뚜껑을 결합하여 3가지 형태의 운반용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Padirac 운 체계와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2. 고방사성물질(SF/Waste Form/회수물) 장기술

  ○ 이로 공정물질의 임시 장 설계기   방안분석 

     - 방사성물질 장 련 규정인 IAEA Safety Series No. 116, 표 인 

ANSI/ANS-57.9 등에서 규정한 기술기 을 검토하고 US 10 CFR Part 72에

서 규정한 인허가 요건을 검토함.

     - 장시설은 정상  사고조건 시 방사선방어를 한 한 차폐능력 유지

와 다 방벽 개념의 격납요건, Waste Form 특성에 부합되는 냉각성능을 구

비해야 함.  

     - 방사성폐기물 분류기 (방사능, 발열량)에 따라 이로 공정물질을 분류하고 

공정물질의 종류에 따라 3종의 단 운반 캐니스터를 5단씩 장하는 캐니스

터를 설계하여 임시 장 방안을 분석함. 

     - 고방열성 공정폐기물 장 캐니스터 1개의 붕괴열은 TRU/RE/U가 3.0 kW, 

Ceramic Waste(without TRU)가 2.0 kW, Ceramic Waste(with TRU)가 2.7 

kW 그리고 Cs+fly ash가 1.3 kW로 평가됨.

  ○ 이로 공정물질의 임시 장 방식 선정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 폐기물의 장방식은 크게 속 장용기, 콘

크리트 장용기, 수평형 장모듈과 Vault 방식으로 구분됨. 고방열성 공정

물질을 장하기 하여 피동 열 제거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비교

 피동 열제거 효율이 우수한 콘크리트 장용기와 Vault 방식을 이로 

공정 물질의 임시 장시설 후보로 선정함.

     - 콘크리트 장용기와 Vault 장방식에 하여 이로 공정물질의 최  

장량을 기 으로 장 소요면 을 산출하 으며, 콘크리트 Cask 방식의 소

요면 은 약 370 ㎡, Vault 방식의 소요면 은 약 200 ㎡로 평가됨.

     - 후보 장방식에 안 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이로 공정물

질의 임시 장 방식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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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Conceptual drawing of storage canister and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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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  logistics 분석 

1.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분석 

가.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방사능 특성 분석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방사능 특성분석은 첫 번째 신규 산코드의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 검증하 고, 두 번째 운반 장 에서 기  사

용후핵연료를 결정한 후, 세 번째 이로 로세스[3.1-1]를 거친 공정물질은 발

열량과 방사능 등과 같은 특성에 해 평가하 다. Fig. 3.1.1-1은 고방사성물질 

운반 장 특성 평가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SCALE 5.1 코드 시스템 구축
ORIGEN-ARP/ SAS2H
단면적, 라이브러리

실측 외국자료

방사선원 평가
감마선
중성자선

발열량 평가
핵종별
재료별

핫셀 운반저장 특성평가

발생량 평가
종류
U/TRU/폐기물

전산코드
검증/비교평가

공정물질 흐름도 자료

운반저장기준 사용후핵연료 선정

SCALE 5.1 코드 시스템 구축
ORIGEN-ARP/ SAS2H
단면적, 라이브러리

실측 외국자료

방사선원 평가
감마선
중성자선

발열량 평가
핵종별
재료별

핫셀 운반저장 특성평가

발생량 평가
종류
U/TRU/폐기물

전산코드
검증/비교평가

공정물질 흐름도 자료

운반저장기준 사용후핵연료 선정

Fig. 3.1.1-1 Characteristics analysis for transport and storage 

of high radioact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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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방사능 특성분석 코드의 검증

        2006년에 ORNL에서 개발된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방사능 특성 분석

용 산코드인 SCALE5.1의 SAS2H 와 ORIGEN-ARP 모듈의 검증계산을 수행

하 다.[3.1-2] 다음과 같은 2 종류의 일본의 Takahama-3(PWR) 고연소도 사용후

연료의 핵종별 질량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 SF95-4 시편: 4.11 wt% (농축도), 36.69 GWd/tU (연소도)

    - SF97-5 시편: 4.11 wt% (농축도), 47.25 GWd/tU (연소도)

    Fig. 3.1.1-2와 Fig. 3.1.1-3은 검증 평가한 핵종별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핵종별 질량 측정량 비 계산량에 한 비교표를 도시화한 것으로 일치한 경

우가 1.0을 나타낸다. 부분 핵종은 신규 산코드인 SAS2H와 ORIGEN-ARP 

산코드가 10 % 이내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F95-4의 경우 실험

치와 큰 차이는 핵종은 Ru-106, Cm-246, Cm-243, Cm-242, Am-243, U-234 등으

로 나타났다. 반면 SF97-5의 경우 실험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핵종들은 Sm-162, 

Sm-161, Sb-126, Cm-247, Cm-246, Cm-245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핵종들은 

부분 실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측정치 미량의 

핵종 분석에 한 불확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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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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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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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Calculation and measurement ratio for various nuclides of 

takahama-3 (SF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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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Calculation and measurement ratio for various nuclides of 

takahama-3 (SF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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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반 장 기  고방사성물질(사용후핵연료)의 선정

       국내에 표 으로 용하고 있는 핵연료의 제원은 Table 3.1.1-1과 같이 

14x14, 16x16  17x17 배열로 구분할 수 있다. 14X14 형의 핵연료집합체무게는 

577 kg 이며 그  UO2 핵연료의 무게는 456 kg 으로 체의 79 wt%를 차지한

다. 지르칼로이 피복재는 84 kg을 차지하여 체 핵연료집합체의 약 15 wt%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조골격체로 37 kg으로 약 6 wt%를 차지한다. 한편 

16X16 형의 핵연료집합체의 무게는 653 kg으로 그  UO2 핵연료의 무게는 약 

74 wt%로 486 kg에 달하며 피복재의 무게는 92 kg으로 체의 14 wt%를 차지

한다. 나머지 구조골격체 부분은 75 kg으로 12 wt%에 달한다. 17X17 형의 핵연

료집합체의 무게는 663 kg으로 그  UO2 핵연료의 무게는 522 kg으로 79 wt%

를 차지한다. 피복재는 112 kg으로 체 핵연료집합체 무게의 17 wt%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 구조골격체 부분은 29 kg으로 체의 4 wt% 정도로 상 으

로 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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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Fuel Assembly Type (Reference)

14x14 16x16 17x17

 Reference Model Kori-1 SFA Youngkwang-3
&4 K-SFA

Youngkwang-1
&2 W-V5H

 Fuel Assembly

 Envelope, mm 197.1 206.9 214.0

 Length, mm (without spring) 4057 4528 4063

 Weight total, kg 577 653 663

 Weight UO2, kg 456 486 522

 No. of fuel rods 179 236 264

 Rod pitch, mm 14.12 12.85 12.60

 No. of guide thimbles 16 4 24

 No. of grids 7 11 11

 Fuel Rod

 Active length,  mm 3658 3810 3658

 Clad outer diameter, mm 10.72 9.70 9.50 

 Clad inner diameter, mm 9.48 8.43 8.36 

 Pellet diameter, mm 9.29 8.26 8.19 

 UO2 weight, g/rod 2547 2059 1992 

 U metal weight, g/rod 2246 1815 1758 

 Zry clad weight, g/rod 472 390 424 

 Zry clad weight, g/batch(20kgU) 4203 4295 4828 

 U metal weight, g/25cm 153 119 120 

 No. of Rod Cuts/Padirac 130 167 166 

Table 3.1.1-1 Detail data for different types of fuel assemblies

   국내 발 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압경수로(PWR) 핵연료의 특성을 형태별, 농

축도, 연소도  냉각기간에 해 216 개의 경우를 계산 평가하 다. 20 kg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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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연료 형태별에 따른 25 cm rod cut의 수량은 130 ~ 167 개다. Table 

3.1.1-2는 국내 원 에 사용하고 있는 핵연료집합체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 형태별 : 14x14, 16x16  17x17 형 

         - 농축도 : 3.5, 4.3  4.5 wt% 형

         - 연소도 : 40, 45, 50, 55 GWd/tU

         - 냉각기간 : discharge, 1, 3, 5, 7, 10

    Fig. 3.1.1-4  Fig. 3.1.1-5는 냉각기간에 따른 붕괴열  방사능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고려 상 핵연료  발열량과 방사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기  

핵연료로 선정하고, 냉각시간은 붕괴곡선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10년으로 결정하

다. 

         - 핵연료 형태 : 17x17 형

         - 농축도 : 4.5 wt%

         - 연소도 : 55 GWd/tU

         - 냉각시간 : 10년

Spent fuel assembly Type 

Westinghouse Standard 14X14 STD, 16X16 STD

Westinghouse Optimized Fuel 

Assembly
14X14 OFA, 17X17 OFA

Korean Optimized Fuel Assembly
14X14 KOFA, 16X16 KOFA, 

17X17 KOFA

Korean Standard Fuel Assembly 16X16 KSFA

Framatome 17X17 FRAMA

Vantage 5H 17X17 V5H

Plus 7 16X16

Ace 7 16X16, 17X17

Table 3.1.1-2 Types of fuel assembl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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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  고방사성물질(사용후핵연료)에 한 발열량  방사능 계산

        이로 공정 물질은 크게 아래 Table 3.1.1-3과 같이 6가지로 분류된다. 우

라늄은 해정련 공정으로 부터 TRU 속은 해제련 공정으로부터 축출되며, 

귀 속 핵분열 생성물은 해환원 공정과 해정련 공정으로부터 생성된다. 희

토류 핵분열 생성물은 해제련 후 발생되고, 알카리 속 핵분열 생성물은 

해환원 공정에서 발생한다. 나머지 핵분열 생성물은 기체 포집 필터와 흡착제 

형태로 발생된다.[3.1-3] 

     기  고방사성물질을 계산하기 해 SCALE 코드를 이용하 으며 기 농축

도 4.5 wt%, 연소도 55 GWD/tU, 10 년 냉각시 10 톤 우라늄을 기 으로 하

다. 

    우라늄의 경우 체의 93 wt% 를 차지하지만 방사능  붕괴열은 1% 이내로 

미비하다. TRU의 경우 주로 Pu가 부분을 차지하며 무게는 체의 1.4 wt%를 

차지하지만 방사능과 발열량은 모두 20% 이상 보이고 있다. 알카리 속의 경

우 무게는 0.8 wt% 정도이지만 방사능과 발열량의 각각 59%, 42%로 사용후핵

연료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RE의 경우 무게는 체의 1.7 wt% 정도이며 방사능은 18%, 발열량은 28%를 

차지하고 있다. 귀 속류는 무게는 2 wt% 정도이며 방사능과 발열량은 모두 

1% 이내로 미미한 향을 다. 그 외 휘발성핵종은 무게는 0.1 wt%정도이며 

방사능은 1.4%, 발열량은 0.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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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g) Activity(Ci) Decay Heat (W)

U U 9.29E+05 4.95E+00 6.47E-02

TRU

Pu 1.18E+04 1.26E+05 2.60E+02

Np 8.43E+02 6.00E+01 1.67E-01

Am 1.07E+03 2.73E+03 9.01E+01

Cm 9.96E+01 7.41E+03 2.59E+02

tot 1.38E+04 1.37E+05 6.10E+02

AM & 
AEM

Cs 4.07E+03 1.49E+05 2.60E+02

Sr 1.21E+03 9.39E+04 1.09E+02

Ba 2.43E+03 1.31E+05 5.14E+02

Rb 5.54E+02 3.39E-05 1.64E-08

tot 8.26E+03 3.74E+05 8.83E+02

RE

La 2.01E+03 1.20E-05 2.16E-09

Ce 3.95E+03 1.86E+02 1.22E-01

Pr 1.84E+03 1.89E+02 1.37E+00

Nd 6.71E+03 2.74E-09 3.10E-11

Pm 1.54E+01 1.43E+04 5.25E+00

Sm 1.36E+03 5.46E+02 6.43E-02

Eu 2.28E+02 6.78E+03 5.21E+01

Gd 2.73E+02 1.31E-04 1.16E-07

Se 8.71E+01 1.18E-01 3.90E-05

Br 3.37E+01 0.00E+00 0.00E+00

Y 7.29E+02 9.39E+04 5.20E+02

tot 1.72E+04 1.16E+05 5.79E+02

NM

Zr 5.97E+03 2.87E+00 3.23E-04

Nb 7.51E-03 1.17E+00 2.03E-04

Mo 5.57E+03 2.98E-03 2.83E-07

Ru 3.84E+03 8.62E+02 5.13E-02

Rh 7.02E+02 8.62E+02 8.27E+00

Pd 2.55E+03 1.99E-01 1.10E-05

Ag 1.29E+02 2.54E-01 4.06E-03

Cd 1.95E+02 5.46E-01 5.86E-04

Sn 8.85E+01 3.49E+01 1.60E-02

Sb 1.44E+01 9.89E+02 3.14E+00

Te 7.89E+02 2.41E+02 2.03E-01

Tc 1.24E+03 2.13E+01 1.07E-02

tot 2.11E+04 3.02E+03 1.17E+01

VFPs

He 7.46E+00 0.00E+00 0.00E+00

C 1.07E+02 1.14E+00 3.33E-04

H 7.33E-02 7.09E+02 2.39E-02

I 3.30E+02 4.49E-02 2.10E-05

Kr 5.70E+02 7.97E+03 1.20E+01

tot 1.01E+03 8.68E+03 1.20E+01

Table 3.1.1-3 Pyroprocess reference material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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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운반 장 특성 자료 분석

    (1)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종류  발생량 분석

     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물질의 운반 장 개념설정  안 성평가를 

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공정물질의 발생량  특성분석을 수행하 다. 

공정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기 한 기 연료는 연소도 55 GWd/MtU, 기연소도 

4.5 wt%, 냉각기간 10년인 PWR 사용후핵연료를 고려하 다. 

  공정물질의 발생량은 이로 공정 과제에서 제시한 Fig. 3.1.1-6의 Flowsheet and 

Mass Balance of Pyroprocess for 10tHM of PWR Spent Fuel (Version 2.6)을 기

으로 하 다. 여기에서 발생된 각 공정물질의 핵종별 발생량을 기 으로 각각의 

공정물질에 한 방사능  발열량을 계산하 다. 

  Table 3.1.1-4는 10톤 용량의 이로 공정물질에 한 발생량, 방사능  발열량

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물질은 우라늄 속, TRU/RE 

속, cladding hull과 귀 속(noble metal) 등이 포함된 속폐기물, AMFP 세라믹 

폐기물, TRU로 오염된 REFP 세라믹 폐기물, dirty scrap의 유리화 폐기물, 고온 

voloxidation 공정에서 포집되는 Cs+fly ash, Tc+calcium filter, I+zeolite, 

H3+zeolite, Ke/Xe 등 총 11종류로 구분되며, 운반 장 에서는 발생량이 고 

기체 형태인 H3+zeolite, Ke/Xe를 제외한 9가지 공정물질을 고려하 다.

  각각의 공정물질에 한 Fig. 3.1.1-7 ~ Fig. 3.1.1-9는 질량, 방사능, 붕괴열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라늄 속과 속폐기물의 량은 체의 70 % 이상이지만 방사

능  발열량은 체의 0.2 % 이내이므로 운반 시 별도의 방사선차폐가 필요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RU/RE 속의 질량은 체의 약 1.2 % 이내이지만, 방사능 

 발열량은 각각 체의 25 %, 31 %를 차지하여 단  체 당 방사능  발열량

이 매우 큰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별도의 운반용기가 필요하다.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물질 에서 TRU/RE 속을 제외하고는 부분

의 고방사능/고방열성 핵종이 해환원 공정에서 발생되는 AMFP 세라믹폐기물, 

해제련 공정에서 발생되는 REFP 세라믹폐기물과 고온 voloxidation 공정에서 발

생되는 Cs+Fly ash 등에 포함되므로 운반 장 에서는 이들 폐기물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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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Flowsheet and mass balance of pyroprocess for 10 tHM of PWR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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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ass Radioactivity Decay heat Volume

Density

(kg/㎥)kg % Ci % W % ㎤ %

 Uranium 9.23E+03 53.7 5.00E+01 0.0 6.48E-01 0.0 4.99E+05 13.1 18,500

 TRU/RE 2.15E+02 1.2 1.60E+06 25.5 6.16E+03 31.4 1.16E+04 0.3 18,500

 Clad+NMFP

 (MWF)
3.14E+03 18.3 8.60E+03 0.1 4.24E+01 0.2 4.83E+05 12.7 6,500

 Ceramic

 waste(AMFP)
2.85E+03 16.6 1.95E+06 31.2 5.39E+03 27.5 1.24E+06 32.4 2.300

 Ceramic

 waste(REFP)
7.93E+02 4.6 1.12E+06 17.9 5.18E+03 26.5 2.48E+05 6.5 3,200

 Vitrified glass

 (Dirty scrap)
7.59E+01 0.4 1.68E+04 0.3 7.25E+01 0.4 2.17E+04 0.6 3,500

 Cs+fly ash 3.22E+02 1.9 1.48E+06 23.6 2.57E+03 13.1 4.30E+05 11.3 750

 Tc+calcium filter 4.14E+02 2.4 1.65E+04 0.3 6.80E+01 0.3 8.28E+05 21.7 500

 I+zeolite 5.67E+01 0.3 5.24E-01 0.0 2.45E-04 0.0 5.67E+04 1.5 1,000

 H3+zeolite 1.46E-02 0.3 6.06E+01 0.0 2.02E-03 0.0 - - -

 Kr/Xe 9.34E+01 0.5 7.20E+04 1.2 1.08e+02 0.6 - - -

 Total 1.72E+04 100 6.26E+06 100% 1.96E+04 100 3.81E+06 100  

Table 3.1.1-4 Characteristics of pyroprocess waste (mass, radioactivity and decay 

heat)

Uranium metal
53.7%

Metal waste
18.3%

CW (AMFP)
16.6%

CW (REFP)
4.6%

Others
6.8%

Mass Ration (%)

Fig. 3.1.1-7 Mass ratio of pyroprocess waste for 10 tHM of PWR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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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Decay heat ratio of pyroprocess waste for 10 tHM of PWR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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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Radioactivity ratio of pyroprocess waste for 10 tHM of PWR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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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운반 장 특성분석

      (가) 공정물질의 포장 특성

          공정물질은 크게 고체 폐기물과 속화 물질로 구분된다. 고체 폐기물

에는 세라믹 형태로 처리되어 안정화된  혹은 고 폐기물이 있으며, 폐

필터 혹은 기체 흡착재와 같은 일반 폐기물이 있다. 속화 물질은 피복 , 노즐 

 격자와 회수된 귀 속류 원소 등을 용융시켜 부피가 감소된 속폐기물, 해

제련 후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우라늄 속, 최종 결과물인 우란 속(TRU) 등이 

있다. 

  공정물질의 포장 특성은 발생량 추정으로 용량결정,  유지를 한 구조와 

원격조정기의 취 성, 안 성 평가 등의 요소가 있다. 세라믹 폐기물의 부피는 약 

1.5㎥이다. 속화 공정물질 양을 추정하면 우라늄 속 부피는 0.50 ㎥, 우란 

속 부피는 0.012 ㎥  속 폐기물은 0.48 ㎥이다. 

  우라늄과 TRU는 습도에 약하고 산화성이 강하므로 불활성 가스 분 기 상태로 

2   포장이 필요하다. 한, 장기간 동안 불활성 가스 분 기가 유지되는지

를 확인하기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캐니스터의 방식은 나사산을 갖는 뚜

껑 체결방식, (seal)이 있는 볼트 뚜껑 체결방식  용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고방사성/고방열성 핵종인 Cs은 세라믹 폐기물 형태로 운반, 장  처분하며, 

물리, 화학 으로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충격에 취약하므로 운반 는 취  시 충

격완충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방사성물질이 포함된 waste form의 단 포장 용량은 

waste form  캐니스터의 최  허용온도를 기 으로 설정된다.

  미국의 DOE standard canister와 네덜란드의 COVRA 장시설의 캐니스터에서

는 Fig. 3.1.1-10과 같이 캐니스터 하부에 에 지 흡수보강 구조를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세라믹 폐기물과 유리화 폐기물의 장 캐니스터는  낙하 는 충돌에 의한 

캐니스터의 구조  건 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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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0 Waste form storage canister

      (나) 공정물질의 운반 장 특성

           미국 INL, 네덜란드 COVRA, 랑스 핫셀 운반시스템, 국 속연료 장 

등의 해외 운반 장 자료를 참고하여 공정물질의 포장방안, 냉각 여부  핫셀 속 

방식에 따라 공정물질 운반용기를 분류하 다. 

  미국의 INL은 EBR-II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고 나온 우라늄을 임시 장하기 

한 DOE 표  캐니스터를 개발 이며, 네덜란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 포장용기를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이들 캐니스터는 

격납 건 성을 유지하기 하여 2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랑스의 LA-Calhene은 핫셀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을 한 수평 속용 운

반용기(Padirac, Agnes)를 개발하 으며, 이들 운반용기는 성자차폐체가 없으므

로 핵물질 운반에는 한계가 있다.

  속연료는 장 허용온도가 낮기 때문에 국의 Wylfa는 MAGNOX 핵연료의 

장에 냉각효율이 좋은 vault 장방식을 채택한다. 네덜란드의 COVRA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간 장을 한 HA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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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설을 개발하여 2003년도부터 운 하고 있다. 이 시설은 고 폐기물을 100년 

동안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HABOG 시설에서는 고방열성 고 폐기물을 

볼트 장 방식으로 장하며, 볼트 장은 1.7 m의 강화콘크리트로 구성되고 공기

순환에 의한 자연냉각 방식을 사용한다. Fig. 3.1.1-11은 볼트 장방식의 자연냉각시

스템을 보여주고 있으며, 볼트방식은 다른 장방식에 비하여 냉각효율이 우수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Cs, Sr 등 단반감기 핵종이 포함된 공정폐기물은 300년 임시 장한 후  

폐기물로 처분하므로 캐니스터는 최소 3백년의 장 수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

라서 300년 장기간 동안 재질의 장기건 성, 격납건 성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Fig. 3.1.1-11 Natural cooling system for vault storage

  국의 Wylfa에서는 속연료인 Magnox 연료의 정상운 조건 장 허용온도를 

CO2 분 기에서는 365 ℃, 공기 분 기에서는 150 ℃로 제시하고 있다. 속우라

늄은 불활성 가스 분 기 상태로 장된다면 정상운 조건에서 연료 의 열  건

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되나, 장기 장 기간 동안 완 한 기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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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 으로 가정하여 공기분 기로 가정한 연료

의 허용온도 설정이 필요하다. Magnox 연료의 사고조건 허용온도는 200 ℃이며, 

이는 마그네슘 피복 이 손상되어 우라늄이 노출될 경우 우라늄의 발화온도(건조

된 공기분 기 300 ℃, 포화 공기분 기 250 ℃)를 기 으로 보수 으로 설정된 온

도이다. 따라서 Magnox 연료의 장 허용온도를 참고하여 속우라늄의 장 허

용온도는 정상운 조건에서 150 ℃, 비정상 는 사고조건에서는 200 ℃로 설정하

다.

  이로 공정물질의 특성과 해외 운반 장 개념을 고려하여, 이로 공정물질의 

운반 장 개념은 Fig. 3.1.1-12와 같이 재 실험실 규모의 소형 핫셀 운반용기를 개

발한 후에 공학규모의 운반 장 개념을 선정하 다. 핫셀운반 개념은 4 종류로 방

사능, 발열량  부피 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우라늄과 속폐기물, TRU 연

료물질과 세라믹 폐기물로 Fig. 3.1.1-13  Table 3.1.1-5와 같이 분류하 다. 공정물

질 임시 장은 3종류로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물질로 분류하

다.

  
PWR

LILW storage

ESPF

Disposal
site

Mock-up

HLW storage 

PWR 
SF

Contaminated 
TRU waste

TRU + U ingot

PWR 
SFSF 

Temporary 
Storage 

PIEF

ACPF

Lab-scale transportation system

Classification
& Packaging

U ingot

Metal Waste

Ceramic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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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W storage

E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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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Mock-up

HLW storage 

PWR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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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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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F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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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ing

U ingot

Metal Waste

Ceramic waste

Fig. 3.1.1-12 Concept of transport and storage for pyroprocess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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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 운반 장 상 차폐 장포장 핫셀 속방식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

사용후핵연료 η-γ 차폐 냉각필요 수직 속

 핵물질 
운반용기

U, Metal waste γ 차폐
2  

불활성기체
수직 속

고  핵물질 
운반용기

TRU 혹은 TRU 
오염 세라믹 폐기물

η-γ 차폐
2  

불활성기체
수평 속

폐기물 
운반용기 

고방사성/고방열성 
핵종 세라믹 폐기물

γ 차폐 냉각필요 수평 속

Table 3.1.1-5 Classification of transportation package for pyroprocess waste

Fig. 3.1.1-13 Concept of hotcell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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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logistics 분석 

   고방사성물질 운반 장 logistics 분석에서는 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물

질에 한 특성을 평가하여 공정물질의 단 운반 캐니스터  운반용기의 개념을 

도출하고 운반  장에 한 logistics를 분석하 다. 

  가. SF  고방사성물질 운반용량 평가  증 방안 분석

    (1) 공정물질 단  운반 캐니스터  운반용기 개념 설정  

        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9종류의 공정물질은 발생량, 발열량  방사능

의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공정물질의 특성  한 운반회수(공정물질 

당 20회)를 고려하여 단 운반 캐니스터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 다.  

  Table 3.1.2-1은 공정물질 종류별 단 크기, 단  운반 장 캐니스터 형태, 캐니

스터 당 방사능  발열량, 운반회수  운반용기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9종의 

공정물질에 하여 발생량, 방사능  발열량 특성을 분석하여 4종의 단  운반

장 캐니스터와 개념을 설정하 다. 4종의 캐니스터는 각각의 운반용기가 필요하며, 

운반용기는 수평  수직 속형 용기가 각각 2종이다.

  TRU/RE 속의 경우는 단 체  당 방사능과 발열량이 크고 단  량을 증가

시킬 경우 임계 도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  용량을 22 kg으로 설정하 다. 

TRU/RE 속은 방사능, 발열량  핵임계 특성이 다른 공정물질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용 캐니스터  운반용기가 요구된다.

  Type-II 캐니스터는 본 과제에서 개발한 수평 속 핫셀 운반용기의 내부에 재 

가능한 최  크기로서 Ceramic waste (REFP), Vitrified waste (Dirty scrap), 

I+zeolite 등 3종 공정물질의 재  운반이 가능하다. 

  Type-III 캐니스터는 량이 크고 방사능  발열량이 은 우라늄 속과 속

폐기물을 장 하며, 운반용기는 별도의 차폐가 필요 없는 스틸용기로 운반이 가능

하다.

  Type-IV는 방사능  발열량이 상 으로 크고 발생량이 많은 Ceramic waste 

(AMFP), Cs+fly ash, Tc+calcium filter 등을 재할 수 있으며, 운반용기는 감마선 

차폐가 필요하다. 

  Table 3.1.2-2는 공정물질별 단  운반 장 캐니스터, 운반회수와 운반용기의 종

류를 나타내며, 캐니스터는 총 4종류이고 공정물질별 운반회수는 10 ~ 30회로 설

정하 다. 운반용기는 수평  수직 속형 용기를 각각 2종류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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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RE 속의 경우 단  체 당 방사능  발열량이 다른 공정물질에 비하여 

훨씬 크므로 별도의 수평 속 운반용기가 필요하다.  Ceramic waste (REFP), Dirty 

scrap,  I+zoelite 등은 수평 속 핫셀 운반용기의 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우라늄 속과 속폐기물은 단  량이 상 으로 무겁지만 방사능  발

열량이 으므로 차폐체가 없는 수직 속형 운반용기의 용이 가능하다. 

Ceramic waste(AMPF), Cs+fly ash, Tc+Ca fillter는 발생량이 상 으로 많고 방

사능이 높아서 차폐체를 갖는 용량의 수직 속의 운반용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Fig. 3.1.2-1은 단  운반 장 캐니스터  운반용기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물질

종류

공정물질 단 크기
캐니스터

형태

캐니스터 
캐니스터 

수량

(운반회수)

운반용기

종류

운반용기

차폐체치수

(mm)

질량

(kg)

방사능

(Ci)

발열량

(W)

Uranium 

metal 
Φ225x900L 662 Type-III 3.57E+00 4.63E-02 14 수직-1 스틸

TRU/RE 

metal
Φ100x150L 22 Type-I 1.60E+05 6.16E+02 10 TRU용기

성자

/감마

 Metal waste  

(Clad+NMFP)
Φ225x900L 232 Type-III 6.15E+02 3.03E+00 14 수직-1 스틸

Ceramic 

waste 

(AMFP)

Φ350x900L 199 Type-IV 1.30E+05 3.59E+02 15 수직-2 감마차폐

Ceramic 

waste (REFP)
Φ180x450L 37 Type-II 5.10E+04 2.36E+02 22 핫셀용기

성자

/감마

Vitrified 

waste (Dirty 

scrap)

Φ180x450L 40 Type-II 8.42E+03 3.63E+01 2 핫셀용기
성자

/감마

Cs+fly ash Φ350x900L 65 Type-IV 2.95E+05 5.14E+02 5 수직-2 감마차폐

Tc+calcium 

filter
Φ350x450L 43 Type-IV 1.65E+03 6.80E+00 10 수직-2 감마차폐

I+zeolite Φ180x450L 11 Type-II 1.05E-01 4.91E-05 5 핫셀용기 -

Table 3.1.2-1 Unit canister and transport cask of pyroprocess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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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니스터 

종류

공정물질 

종류

캐니스터 운반용기

 형식수량 치수 량

Type-I TRU/RE Metal 10 Φ150x240 mm L 30 kg
TRU용기

(수평형)

Type-2
Ceramic waste (REFP), 

Dirty scrap,  I+zoelite
29 Φ220x560 mm L 30 ~ 60 kg

핫셀용기

(수평형)

Type-3 U metal, Metal waste 28 Φ285x990 mm L 280~710 kg
수직형 

용기-1

Type-4
Ceramic waste(AMPF),

Cs+fly ash, Tc+Ca fillter
30 Φ410x990 mm L 100~260 kg

수직형 

용기-2

Table 3.1.2-2 Description of pyroprocess waste canister 

 

CW(REFP)
Dirty scrap, I+zeolite

TRU/RE
metal

U metal
Metal waste

▲ 수직형 용기-1 (스틸용기) ▲ 수직형 용기-2 (차폐용기)

Canister-I Canister-II Canister-III Canister-IV

▲ TRU 용기 (수평형) ▲ 핫셀용기 (수평형)

CW(AMPF), Cs+fly ash
Tc+Calcium filter

Fig. 3.1.2-1 Overview of unit canister and transport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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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후핵연료와 고방사성물질 운반용량 평가  증 방안 분석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랑스의 LA-Calhene 으로부터 수평 속 방식의 

Padirac cask (RD-15 수송용기)를 도입하여 PIEF, IMEF  ACPF 핫셀에서 사용하

고 있다. Padirac cask는 성자 차폐체가 없는 고체폐기물 수송용기로 최  운반

용량은 PWR 사용후핵연료 약 10 kg 정도이다. 

  ACPF  Pyroprocess 공학규모 실증시험에 활용하기 하여 신규 핫셀 운반시

스템에 한 운반용량 증 방안을 분석하 다. 기존의 PIEF, IMEF  ACPF 핫셀

에 호환이 가능하면서 운반용량을 증 시키기 하여 운반용기 내부 용   차폐

체의 최 화를 통하여 운반용량을 증 하도록 하 다. 특히, 기존의 Padirac cask는 

성자 차폐체가 없으므로 용 가능한 운반 내용물과 운반용량이 제한 이며, 신

규 핫셀 운반용기는 성자 차폐체를 용하고 감마선 차폐체와 성자 차폐체의 

두께와 형상을 최 화함으로서 운반용량을 증 시키도록 하 다.

  기존의 핫셀 운반용기는 차폐체  구조재 역할을 담당하는 용기 본체와 충격완

충  단열 기능을 담당하는 overpack 구조의 분리형 구조이며, 신규 핫셀 운반용

기는 성자 차폐체로 용된 resin의 낮은 열 도 특성(k = 0.65 W/m-K)을 이용

하여 별도의 overpack 없이 단일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용기의 체 을 최소화하 다. 

  Table 3.1.2-3에는 기존 핫셀 운반용기와 신규 용기의 주요 설계사양을 비교하

으며, 신규 핫셀 운반용기의 운반용량은 사용후핵연료 약 20 kg으로 기존의 

Padirac cask 비 운반용량 2배 증 가 가능하 다. 운반용량이 2배 증 됨에도 

불구하고 운반용기 체의 량은 기존 용기 비 약 1.5배 정도 증가되었다.

  Fig. 3.1.2-2는 신규 핫셀 운반용기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용기를 이용

하여 이로 공정물질을 운반할 경우 REFP 세라믹 폐기물 14 kg, AMFP 세라믹폐

기물 30 kg, Cs+Fly ash 4 kg까지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신규 

핫셀 운반용기는 ACP 공정물질 뿐만 아니라 이로 공정물질의 운반도 가능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에 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3장 제2  1항

에서 상세하게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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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핫셀용기 (Padirac RD-10) 신규 핫셀 운반용기 

형식 B(U) B(U)F

운반 상 Solid waste (HLW) SF / Pyroprocess waste (HLW) 

운반용량 Spent fuel : 10 kg

- Spent Fuel : 20 kg 

- Ceramic waste (REFP) : 14 kg 

- Ceramic waste (AMFP) : 30 kg 

- Cs+fly ash : 4 kg 

구조 2 구조(본체 + 외부용기) 본체 + 상하부 완충체 

재질 

- 구조재 : 탄소강 

- 감마 차폐체 : 납

- 성자 차폐체 : 없음

- 외부용기 (Balsa, 석회석)

- 구조재 : 스테인리스강  

- 감마 차폐체 : 납 

- 성자 차폐체 : K-Resin

- 완충체 : Balsa wood  

량 2,580 kg 3,700 kg 

치수

- 용기 본체 

   . Φ750 x 853 mm L

- 외부 용기  

   . Φ 1,098 x 1,314 mm L 

- 납차폐체 

   . 150 mm

- 컨테이  (내부치수) 

   . Φ250x397 mm L(20 ℓ)

- 용기 본체 

  . Φ800 x 1,150 mm L

  . Φ1,270 x 1,763mmL(완충체 포함)

- 납차폐체 : 140 mm

- 성자차폐체 

   . K-resin 60 mm

- 컨테이  (내부치수) 

   . Φ250x595 mm L(30 ℓ)

Table 3.1.2-3 Comparison of design feature between existing and new hot cell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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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충격완충체

하부 충격완충체

감마선 차폐체
(Lead)

중성자차폐체
(K-resin)

Fig. 3.1.2-2 Schematic drawing of hotcell transport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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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장용량 평가  logistics 분석

    (1) 공정물질 임시 장 logistics 분석을 한 입력자료 선정  

        공정물질별 공학규모 pyro-process 실증시설(ESPF) 임시 장 기간을 설정

하기 하여 Fig. 3.1.2-3  Fig. 3.1.2-4와 같이 각각의 공정물질에 한 냉각기간에 

따른 방사능  발열량을 300년까지 평가하 다.

  우라늄 속은 방사능과 발열량이 고 냉각기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어 기

부터  폐기물 처분이 가능하지만 향후 재활용 등의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 장 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TRU/RE 속은 방사능과 발열량이 크고 냉각

기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며, ESPF 장시설 내 임시 장 후 SFR 연료로 활용할 

정이다. 속폐기물은 방사능과 발열량이 으면서 기에 방사능  발열량이 

격히 감소하며, 5년 정도 임시 장한 후  폐기물로 처분을 고려하 다. 

  REFP 세라믹 폐기물은 기 20년 동안 방사능과 발열량이 격히 감소하다가 이

후에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임시 장시설에서 20년 동안 장한 후 고

 폐기물 처분을 고려하 다. AMFP 세라믹 폐기물, Cs+fly ash는 고방사성 고방

열성 핵종을 포함하며, 방사능과 발열량이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므로 최소 100년 

이상 임시 장시설에 보 한 후  폐기물 처분을 고려하 다.

  Table 3.1.2-4는 공정물질별 이동경로  방법, 임시 장을 보여주고 있다. 우라늄 

속은 ESPF 임시 장시설로 이동 보 하며, 2028년부터 KAPF 장시설이 운 되

면 직  KAPF 장시설로 이동 보 한다. ESPF 장시설에 보 인 우라늄 속

도 2028년부터 연차 으로 KAEF 보 시설로 이동 보 한다. 

  TRU/RE 속, I+zeolite  Tc+calcium filter는 2028년까지 ESPF 장시설에 임

시 장 후 2008년부터는 SFR로 이동하여 재활용 는 소멸처리 한다. 속폐기물

은 ESPF 장시설에 5년 동안 임시 장 후 폐기물 처분장으로 이동하여 처

분한다. REFP 세라믹 폐기물은 2022년 이  발생분은 ESPF 장시설로 이동 20년

간 임시 장 후 고 폐기물 처분, 2022년 이후에 발생분은 KAPF 장시설로 이

동 20년간 임시 장 후 고 폐기물 처분한다. 

  AMPF 세라믹 폐기물, Cs + fly ash는 ESFP 임시 장시설로 이동 보 하며, 

2026년부터 KAPF 장시설이 가동되면 KAPF 장시설로 이동 보 한다. ESPF 임

시 장시설에 보 인 공정물질도 2026년부터 연차 으로 KAPF 장시설로 이동 

보 한다. Dirty scrap의 유리화 폐기물은 2026년까지는 ESPF 임시 장시설에 장

하며, 이후에는 KAPF 장시설로 이동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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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Radioactivity change for various waste as a function of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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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Decay heat change for various waste as a function of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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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형식/ 
캐니스터 

종류

공정물질 
종류 이동경로  방법

ESPF 내 
장기간

수직(III)  U Metal

- 2017 ~ 2026년 : ESPF -> ESPF 임시 장시설
                 (2026년 이후 -> KAPF 장시설)
- 2026 ~ 2036년 : ESPF/ESPF 장시설
                  -> KAPF 장시설 

최 9.2년

수평(I) TRU/RE metal
- 2017 ~ 2028년 : ESPF -> ESPF 임시 장시설
                 (28년이후 -> SFR로 이동)
- 2028 ~ 2036년 : ESPF/ESPF 장시설 -> SFR 

최 12.3년

수평(II) I+zeolite 최 20.6년

수직(IV) Tc+calcium 
filter

최 10.9년

수직(III) Metal Waste
- 2017 ~ 2036년 : ESPF -> ESPF 장시설(5년 장)  

                 -> 폐기물 처분장
5년

최 6.3년

수평(II)
Ceramic Waste

(REFP)

- 2017 ~ 2022년 : ESPF -> ESPF 장시설(20년 장)  
- 2022 ~ 2026년 : ESPF -> ESPF 장시설
                 -> KAPF 장시설 (20년 장)
- 2026 ~ 2036년 : ESPF -> KAPF 장시설(20년 장)
 => 20년 임시 장 후 고  처분

20년
(2022년 

이  
발생분)

수직(IV) Ceramic Waste
(AMFP)

- 2017 ~ 2026년 : ESPF -> ESPF 임시 장시설
 (2026년 이후 -> KAPF 장시설로 이동)
- 2026 ~ 2036년 : ESPF > KAPF 임시 장시설
=> KAPF 장시설에서 100년 장 후  처
분

최 8.9년

수직(IV) Cs+fly ash 최 14.4년

수평(II) Vitrified waste
(Dirty scrap)

- 2017 ~ 2026년 : ESPF -> ESPF 임시 장시설
 (2026년 이후 -> KAPF 장시설로 이동) 최 23.0년

Table 3.1.2-4 Input data for transportation route & method, storage period of 

pyroprocess materials

* KAPF 장시설 가동 2026년, SFR 가동 2028. ESPF내 장기간은 산모사 결과

임.

    (2) Pyro-process 공정물질 운반 장을 한 모델링 

      (가) 이산사건시스템 기반 모델 구축

          공정물질 장  운반의 최소단 인 캐니스터를 아이템(item)으로 다루

며, 이 아이템의 흐름이 이벤트에 의해 제어되는 방식의 이산사건시스템을 Fig. 

3.1.2-5와 같이 모델링하 다. 미국의 ANL, INL 등에서 Pyroprocess 시설 운 모델 

 공정물질 수송모델에 사용된 바 있는 Imagine That Inc.의 ExtendSim라는 이산

사건시스템 모델링  시뮬 이션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Pyro-process 공정물질 

장량  수송량을 손쉽게 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다. 

  ESPF의 주요 단 공정의 배치용량은 100 kgHM/batch을 고려하 으며, 연간 

ESPF의 처리용량은 10 tHM/y이므로, 연간 100 batch가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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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2-5의 모델에서는 ESPF 운 기간동안 연 100개의 아이템이 create 블록에

서 생산되며, unbatch 블록에서 아이템이 공정물질별로 8개로 나 어진 후 각각 다

른 경로를 택하도록 되어있다. 그 다음 공정물질별로 각각 batch 블록을 사용하여 

각각의 공정물질별 캐니스터 용량에 맞는 배치수 만큼을 모아 다시 하나의 아이템

으로 만든다. 이 시 의 아이템이 캐니스터 단 가 됨. 공정물질별로 운반/ 장 캐

니스터 종류가 다르고, 캐니스터의 재용량이 다르므로, 여기부터는 연간 발생되

는 아이템 수량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다음 임시 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정물질

은 그 기간만큼을 지연해주고, Table 3.1.2-4의 이동경로  방법에 따라 아이템 흐

름을 제어하여 다음 경로로 내보내게 된다. 

  Pyro-process 공정물질 장  운반을 한 모델의 주요 설계변수는 ESPF 임시

장시설의 운 기간, ESPF 운 기간  발생한 공정물질의 이동장소  이동방법 

등이다.

  개발된 모델은 4.5 wt%, U-235, 55,000MWD/MTU, 10년 냉각, 10THM 기 핵연

료에 한 공정물질별 발생량, 운반/ 장 캐니스터의 단 용량  종류에 한 정

보를 Fig. 3.1.2-6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로 내장하 다. 

Fig. 3.1.2-5 ExtendSim model for transportation and storage analyses for 

pyroprocess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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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Data base for transportation and storage analysis model for 

pyroprocess waste

      (나) ExtendSim 모델 개요

          Pyro-process 공정물질 장  운반 분석모델의 기 아이템은 ESPF의 

기  배치용량(100kg/batch)에 해당하는 공정물질이며, 이 공정물질이 캐니스터 단

용량에 맞는 수만큼 모아져 새로운 캐니스터 단 의 아이템을 만들어 낸다. 

ESPF에서 장기간을 채워야하는 공정물질은 그 기간만큼 장하고, 나머지 공정

물질은 KAPF 임시 장시설 운 시작에 맞추어 운반 장한다. 

  Table 3.1.2-4의 캐니스터 이동장소  방법에 따라 아이템 흐름을 제어한다. 

ExtendSim 모델 구축에 필요한 모델입력 자료는 Table 3.1.2-4와 같다. ESPF 임시

장시설에서 캐니스터를 운반하기 한 속구는 수직 1개, 수평 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속구별 최  운반 횟수는 연간 100회라고 가정하 다. 

   (3) Pyro-process 공정물질 운반 장 시뮬 이션  결과분석

      (가) 최 화 상

          본 연구의 목 은 ESPF 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정물질의 장량을 

최소화하여 ESPF 임시 장시설 용량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한 ESPF 임시 장시

설에서 KAPF 는 처분장으로 운반되는 기간을 단축시켜 ESPF 임시 장시설의 운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나) 시뮬 이션 가정사항

          시뮬 이션 수행 에 반드시 가정되어야 하는 입력변수인 ESPF  

KAPF의 운 기간을 각각 2017년~2036년(20년), 2026년~2055년(30년)으로 가정하

다. 

  시뮬 이션 결과에 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로서  폐기물 처분장 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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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2022년도에 에 운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시뮬 이션 결과에 향

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Metal waste 공정물질의 이동경로  방법이 ‘5년 장 후 

 폐기물 처분장’이기 때문이다. 즉, ESPF에서 Metal waste가 발생하기 시

작하는 기년도가 2017년이며 2017년+5년 장기간=2022년이기 때문이다. 

  시뮬 이션 결과에 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로서 고  폐기물 처분장 운 시

이 있으나, 2037년 이 에 운 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시뮬 이션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Ceramic waste(REFP) 공정물질의 이동경로  방법이 ‘20년 

장 후 고 폐기물 처분장’인 경우 고 폐기물 처분장으로 운반하여야하는 

상물질이 발생하는 기연도가 2017년이며 2017+20=2037년이기 때문이다.

      (다) 운반 알고리즘

          ESPF 임시 장시설의 장용량을 최소화하기 한 운반 알고리즘으로서 

‘Line balancing' 방법을 이용하 다. 를 들어, 수직 속구를 통해 운반해야하는 

공정물질은 총 5가지로 U metal, Metal waste, Ceramic waste(REFP), Cs+fly ash, 

fly ash이며, 운반 우선순 는 재 ESPF 임시 장시설에 된 캐니스터 수가 많

은 것부터 운반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수평 속구를 통해 운반해야하는 공정

물질은 총 3가지로 TRU/RE metal, Ceramic waste(AMFP), I/Tc+fly ash이며, 운반 

우선순 는 재 ESPF 임시 장시설에 된 캐니스터 수가 많은 것부터 운반한

다. 

  세라믹 폐기물(REFP) 장 기 년도에 따른 시뮬 이션 결과

    - 세라믹 폐기물(REFP) 공정물질은 기 년도 이  발생량만을 20년 장 후 고

폐기물처분장으로 운반하고 기 년도 이후 발생량은 KAPF 임시 장시

설 운 개시 시 에 맞추어 직  KAPF 임시 장시설로 운반한다고 가정함. 

만약 기 년도 직후 KAPF 임시 장시설이 운 이 아닐 경우는 운 개시 

시 까지 ESPF 임시 장시설에 잠시 장한 후 KAPF 임시 장시설 운 개

시 시 에 맞추어 운반 장하여 KAPF 임시 장시설에서 20년 장기간을 

채움.

    - 고 폐기물 처분장으로 운반되는 양을 최 화하면서 ESPF 임시 장시설의 

운 기간을 최소화하는 기 년도를 찾기 해 Table 3.1.2-5  Fig. 3.1.2-7과 

같이 다양한 장기 년도(2017, 2022, 2023, 2027)에 한 시뮬 이션을 수

행함.

    - 장기 년도가 2017년일 때 운반완료년도는 2042.1년이나, 고 폐기물처분

장으로의 운반량이 0이므로, 최 값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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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년도가 2022년일 때 운반완료년도는 2042.1년이고, 고 폐기물처분

장으로의 운반량이 33이며 최 값임.

    - 장기 년도가 2023년일 때 운반완료년도는 2042.9년이고, 고 폐기물처분

장으로의 운반량이 39이며 최 값이 아님.

    - 장기 년도가 2027년일 때 운반완료년도는 2046.9년이고, 고 폐기물처분

장으로의 운반량이 66이며 최 값이 아님.

      (라) 단  운반  장용량의 최 화 해

          ESPF 임시 장시설의 운 기간을 최소화하며, 공정물질의 장용량을 

최소화하는 최 해에 하여 그 결과를 Fig. 3.1.2-8 ~ Fig. 3.1.2-10와 Table 

3.1.2-6 ~ Table 3.1.2-7에 나타내었다. 공정물질별 최  장용량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6~2028년 사이이며, 2026년은 KAPF 임시 장시설로의 운반이 발생하는 

시 이며, 2028년은 SFR이 가동되는 시 이다. 캐니스터 종류별 최  장용량

은 Type-I, II, II에 하여 각각 161, 298, 458 개이다. 

세라믹 폐기물(REFP)

20년 장기  년도

고 폐기물처

분장 운반량

KAPF 임시 장

시설 운반량
운반완료년도

2017 0 500 2042

2022 124 376 2042

2023 149 351 2043

2027 249 251 2047

Table 3.1.2-5 Transportation quantity and completion time for various basic 

year



- 53 -

(a) 장기 년도=2017년

(a) 장기 년도=2022년

(a) 장기 년도=2027년

Fig. 3.1.2-7 Accumulative quantity of ceramic waste(REFP) for 

basis of 20 years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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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정물질 장량 (단 : 캐니스터)

(b) 공정물질 장량 (단 : kg)

Fig. 3.1.2-8 Optimized waste quantity as a use of line balanc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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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캐니스터 종류별 공정물질 장량

(b) 속구별 공정물질 장량

Fig. 3.1.2-9 Optimized storage quantity for various canister and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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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속구별 수송횟수

(b) 캐니스터 종류별 수송횟수

Fig. 3.1.2-10 Optimized transportation number of times for various canister and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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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물질
최 량 

(캐니스터수)
캐니스터 종류

최 량
발생시기

U metal 131 Type-III 2026.2

TRU metal 123 Type-I 2029.3

Metal waste 91 Type-III 2027.4

Ceramic waste
(REFP)

224 Type-IV 2026.0

Ceramic waste
(AMFP)

149 Type-II 2025.9

Vitrified waste
(Dirty scrap)

38 Type-II 2036.8

Cs+fly ash 72 Type-IV 2031.4

Tc+calcium filter 109 Type-IV 2027.9

I+zeolite 105 Type-II 2037.0

Table 3.1.2-6 Maximum accumulative storage quantity for various process 

materials

캐니스터 종류
최 량 

(캐니스터수)
최 량 발생시기(연도)

Type-I 123 2029.3

Type-II 288 2026.0

Type-III 205 2026.2

Type-IV 284 2026.0

Table 3.1.2-7 Maximum accumulative storage quantity for various can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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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  안 성평가 

1.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기  검토  방안분석

 가. 핫셀 운반용기 기술기  검토 

    (1)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기술기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에 한 기술기 은 국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69

호,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TS-R-1  10 CFR Part 71에 기술되어 있으

며, Table 3.2.1-1에 운반용기의 기술기 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분류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분류는 특수형과 특수형 이외의 방사성물질로 구분

되며, 특수형 방사성물질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는 캡슐에 입된 방사성

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5 cm 이상이고 캡슐에 입된 방사성물질인 경

우에는 캡슐이 괴되어야만 개 될 수 있는 경우에 용된다. 운반용기는 운반

상 물질의 방사능량에 따라 크게 A, B, C형으로 분류되며, 분류기 은 다음과 같다. 

    ○ A형 운반용기 

       - 특수형 방사성물질 : 방사능 A1 값 이하의 운반물

       - 특수형 이외의 것 : 방사능 A2 값 이하의 운반물

    ○ B형 운반용기

       - 특수형 방사성물질 : 방사능 A1 값 과의 운반물

       - 특수형 이외의 것 : 방사능 A2 값 과의 운반물

    ○ C형 운반용기 (항공운반) 

       - 특수형 방사성물질 : 방사능 A1 값의 3,000배 는 A2 값의 10만배  더 

작은 값을 과하는 운반물 

       - 특수형 이외의 것 : 방사능 A2 값의 3,000배  과의 운반물

  A1  A2 값은 핵종  동 원소 별로 제한치가 각 법규에 정해져 있으며, A1은 

캡슐과 같이 인된 선원에 용한다. 고방사성물질 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

한 핵물질을 운반하는 핫셀 운반용기는 A형  B형 운반 기 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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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반용기의 일반기

A, B  C형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에 모두 용되는 일반기 은 다음과 같

다. 인양장치는 운반물 량의 3배의 하 을, 결속장치는 운반물 량의 2배의 연직

분력, 10배의 이동방향의 수평분력, 5배에 상당하는 이동방향과 수직방향의 수평분

력이 작용할 때 이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운반이 가능한 최 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지수는 10을 과하지 않고 핵임계 안 지수는 50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항공운반 경우에는 추가 으로 다음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운반용기의  

가능한 표면온도는 일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38 ℃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50 

℃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40  ̴ 55 ℃의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격납계통의 

건 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격납계통은 5 kPa까지 계기압력이 감소할 경우에

도 방사성물질이 출되지 않고 건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운반용기의 허용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기 은 다음과 같다.

 ○ 용기표면 방사선량률

     - A, B, C형 운반용기:  2 mSv/h 이하

     - 용운반 : 10 mSv/h 이하

 ○ 허용 표면오염도 

     - 가능 표면 에 한 제거성 표면오염도 

       * β, γ방출체  독성 α방출체 : 4 Bq/㎠

       * α 방출체 : 0.4 Bq/㎠

     - 가능 표면 에 한 고착성 표면오염도 

       * β, γ방출체  독성 α방출체 : 40 kBq/㎠

       * α 방출체 : 4 kBq/㎠

     -  불가능 표면 에 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 합계

       * β,γ방출체  독성 α방출체 : 40 kBq/㎠

       * α 방출체 : 4 kBq/㎠

   (다) B형 운반용기의 기술기

고방사성물질 는 핵물질을 운반하는 핫셀 운반용기는 방사능이 A2 값 이

상으로 B형 운반물로 구분되며, B형 운반용기의 기술기 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와 같은 일 조건과 38 ℃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운반하면서 1주일간 방치할 경우

에 정상운반조건에 한 입증시험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격납  방사선

차폐의 기능에 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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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형태  치 1일당 12시간의 일 량(W/㎡)

 수평으로 운반되는 편평한 면

 - 기 부

 - 기타 표면

없음

800

 수평으로 운반되지 않는 편평한 면

 - 각 표면 200 

 곡면 400 

  항공운반 이외에 용운반을 하지 않을 경우 운반용기의  가능한 표면온도는 

38 ℃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50 ℃를 과하지 않고 정상운반조건 입증시험 후 방

사성내용물의 유실이 시간당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사고조건에 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 다음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외부

표면으로부터 1 m 지 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 mSv를 과하지 않아야 하며,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 량이 Kr-85에 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하여 A2 값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 이상인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손되지 않아야 하며, 최  정상운 압력은 700 kPa의 

계기압력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항공운반이외에 운반용기의  가능한 표면에서의 최 온도는 38 ℃의 주변온

도의 환경에서 일 이 없는 경우에 85 ℃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최 온도

가 50 ℃를 과하는 경우에는 용운반을 하여야 하며, 주변사람을 보호하기 한 

보호막이나 보호장치는 해당시험에 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40  ̴̴ 38 ℃의 주변온

도의 환경에서 건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C형 운반용기의 기술기

C형 운반용기는 다량의 방사성내용물을 항공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용되

며, 기술기 은 다음과 같다.

  정상운반조건 입증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C형 운반용기의 시험순서에 따라 시험을 거친 후 다음 

기 에 합하여야 한다. 외부표면으로부터 1 m 지 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 

mSv를 과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 량이 Kr-85에 

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하여 A2 값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손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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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형태

 기술기
A형 B형 C형

1. 일반기

  o 취   운반이 용이하고 안 할 것

  o 가속, 진동, 공진 등에 견딜수 있을 것

  o 주변온도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o 인양장치는 운반물 량의 3배 하 고려

  o 외부표면 허용 방사선량률

  o 외부표면 허용 방사선량률 ( 용운반)

  o 운반지수 10, 핵임계 안 지수 50 이내 

  o 항공운반 경우

    - 용기의 표면 허용온도 : 50 ℃ 

       (일 효과가 없는 38 ℃의 환경조건)

    - -40 ~ 55 ℃ 환경에서 격납 유지

    - 5 kPa의 압력강하시 격납계통 유지

○

○

○

○

2 mSv/h

10 mSv/h

○

○

○

○

○

○

○

○

2 mSv/h

10 mSv/h

○

○

○

○

-

○

○

○

2 mSv/h

10 mSv/h

○

○

○

○

2. 기술기
 o 외부의 최소 길이가 10 cm 이상
 o   격납기능 유지
 o -40  ̴ 70 ℃ 환경에서 손상되지 않을 것
 o 주 압력 60 kPa 강하시 격납기능 유지
 o 정상조건시험 후 방사성물질의 유실, 분산이 없

을 것
 o 정상조건시험 후 표면선량률 증가 20%  
 o 최  운반가능 방사능량 
 o 액체운반용기의 경우
   - A형 용기 추가시험 후 내용물의 유실, 분산이 

없고 표면선량률 증가 20% 
   - 1차 내부  2차 외부 격납계통 구비
 o 기체운반용기의 경우 추가시험 후 내용물의 유

실, 분산이 없을 것
 o 일 조건하에서 38 ℃ 환경에 1주일 방치시 격납 

 방사선차폐 기능 유지
 o 정상조건 시험후 시간당 설량
 o 사고조건시험 는 C형 용기 시험 후
   - 외부표면 1 m에서 허용선량률
   - 1주일간 방사성물질 허용 설량 
 o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 이상일 경우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 유지
 o 최  정상운 압력 
 o 용운반이 아닌 경우 용기표면의 최 온도 (38 

℃ 환경에서 일 이 없는 경우)
 o 용운반시 운반용기 표면 허용온도
 o -40 ~ 38 ℃ 환경조건에서 건 성 유지

○
○
○
○
○
○

A1, A2

○

-
○

-

0

-
-
-

-
-

-
-

○
○
○
○
-
○

A1,2 이상

-

-
-

○

10-6A2

10 mSv/h
A2/week

○

700 kPa
50℃

85℃
○

○
○
○
○
-
○

3,000A1,2이상

-

-
-

○

10-6A2

10 mSv/h
A2/week

○

700 kPa
50℃

85℃
○

Table 3.2.1-1 Requirements for 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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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반용기 안 성 입증시험 기   

Table 3.2.1-2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에 한 안 성시험 기술기 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며, Fig. 3.2.1-1은 정상  사고조건에 한 시험 차를 보여주고 있다. 

안 성시험에 한 세부 내용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에 기술

되어 있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안 성시험은 정상운반조건시험과 운반사고조건 

시험으로 구분된다.

   (가) 정상운반조건에 한 입증시험(A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 시험은 살수시험, 낙하시험, 압축시험  통시험으로 구성되

며, 운반물의 시편은 각 경우에 있어 살수시험이 선행되고 낙하시험, 압축시험  

통시험을 수행한다. 정상조건시험 후 방사성물질의 유실, 분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표면 방사선량률 증가가 20 %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살수시험 : 시험물에 시간당 5 cm의 강우량에 상당하는 물을 1시간 이상 살

수한다. 

    ② 낙하시험 : 시험물을 최  손상이 발생하도록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바닥면 에 낙하한다. 

           

운반물 량 (kg) 자유낙하높이 (m)

운반물 량 ＜ 5,000 1.2

5,000 ≤ 운반물 량 ＜ 10,000 0.9

10,000 ≤ 운반물 량 ＜ 15,000 0.6

     15,000 ≤ 운반물 량 0.3

    ③ 층(압축)시험 : 운반물 량의 5배 하  는 운반물의 수직투  면 에 

13 kPa을 곱한 값의 하  에서 큰 하 으로 24시간 동안 압축한다. 

    ④ 통시험 : 시험물을 단단한 수평면 에 고정시켜 놓은 후, 직경이 3.2 cm, 

량 6 kg 을 1 m 높이에서 시험물 에 수직으로 낙하한다. 

    ⑤ 추가시험 : A형 액체 는 기체 상태의 운반물의 경우 추가시험으로 9 m 

자유낙하  1.7 m 통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운반사고조건에 한 입증시험

운반사고조건 시험은 B형 운반용기에 용되며, 기계  시험, 열시험  침

수시험으로 구성된다. 운반사고조건 시험 후 용기 표면 1 m에서 방사선량률이 10 

mSv/h, 1주일간 방사성물질 허용 설량이 A2 값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기계  시험 : 3종류 낙하시험으로 구성되며, 낙하순서는 기계  시험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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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 후 실시하는 열시험에서 시편이 최  손상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 낙하시험 I  : 시험물을 9 m 높이에서 시험바닥면 에 낙하

        - 낙하시험 II : 직경 15 cm, 길이 20 cm인 연강 을 시험바닥면 에 수직

으로 고정시켜 놓고, 시험물을 1 m 높이에서  에 낙하

        - 낙하시험 III : 시험물을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은 후, 량 500 kg, 한 변

의 길이가 1 m인 정사각형의 연강 을 9 m 높이에서 낙하

    ② 열시험 : 시험물을 일 조건과 내부 발생열의 최  설계조건에서 38 ℃의 

주 온도조건  열  평형상태에 있는 시험물을 800 ℃의 화재환경에 30분

간 방치 (시험   시험후 에 인  냉각 지)

    ③ 침수시험 : 시험물을 수두 15 m 이상에서 8시간 동안 침수 (150 kPa의 외부

계기압력)

    ④ 강화된 침수시험 : 시험물을 수두 200 m 이상에서 1시간 동안 침수(2 MPa

의 외부 계기압력),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를 과하는 B형  C형 운

반물의 경우 

   (다) C형 운반용기에 한 시험

C형 운반용기에 한 시험은 기계  시험, 열시험, 강화된 열시험  충

격시험으로 구성된다. 시험 후 용기 외부표면으로부터 1 m 지 의 선량률이 10 

mSv/h를 과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 축 량이 Kr-85에 

하여 A2값의 10배, 그 외의 핵종에 하여 A2 값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기계 시험

       - 낙하시험 I : 시험물을 9 m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 에 낙하

       - 낙하시험 III : 시험물을 시험바닥면 에 고정시켜 놓은 후, 량 500 kg, 

한변의 길이가 1 m인 정사각형의 연강 을 9 m 높이에서 낙하

    ② 열시험 : 

       - 량이 250 kg 미만인 운반물의 경우 시험물을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고, 

직경 20 cm, 량 250 kg인 원통형 을 3 m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

       - 량이 250 kg 이상 운반물의 경우 직경 20 cm, 량 250 kg인 을 바닥

면 에 수직으로 고정시켜 놓고, 시험물을 3 m 높이에서  에 낙하

    ③ 강화된 열시험: 운반사고조건 열시험 조건과 동일한 열  환경에서 노출시

간을 60분으로 유지 

    ④ 충격시험: 시험물을 90 m/s 이상의 속도로 바닥면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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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용기 형태

시험조건
A형 B형 C형

1. 정상운반조건에 한 입증시험

  o 살수시험 : 시간당 5 cm의 강우에 해당하는 물을 1

시간 이상 살수

  o 낙하시험 : 0.3  ̴ 1.2 m 높이에서 자유낙하

  o 층시험 : 운반물의 5배 는 수직투  면 에 13 

kPa을 곱한 하 으로 24시간 압축

  o 통시험 : 직경 3 cm, 량 6 kg의 을 1 m 높이

에서 시험물에 수직낙하

○

○

○

○

○

○

○

○

○

○

○

○

2. 운반사고조건에 한 입증시험

  o 기계  시험

   - 낙하시험 I : 시험물을 9 m 높이에서 낙하

   - 낙하시험 II : 직경 15 cm, 길이 20 cm의 에 1 

m 높이에서 시험물을  낙하

   - 낙하 III : 량 500 kg, 한변의 길이가 1 m인 연강

을 9 m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 

               (B형, 량 500 kg 이하, 방사능 A2 값

의 천배 이상 : 낙하 I 신 낙하 III)

  o 열시험 : 일 조건, 최  내부 발생열, 38 ℃의 환경

조건  열평형 상태의 시험물을 800 ℃ 

화재환경에 30분간 노출

  o 침수시험 : 수두 15 m에 시험물을 8시간 이상 침수

-

-

-

-

-

○

○

-

○

○

○

-

○

-

-

3. 강화된 침수시험 : 수두 200 m 이상에서 1시간 침수

                   (방사능량 A2 값의 10만배 과)

- ○ ○

4. C형 운반용기에 한 시험 

 o 열시험

   - 량 250 kg 미만 운반물의 경우 : 직경 20 cm, 250 

kg의 을 3 m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

   - 량이 250 kg 이상 운반물의 경우 : 3 m 높이에서 

시험물을 직경 20 cm, 250 kg의 에 낙하

  o 강화된 열시험 : 사고 열시험 조건으로 60분간 노출

  o 충격시험 : 90 m/s 이상 속도로 바닥면에 충돌

-

-

-

-

-

-

○

○

○

Table 3.2.1-2 Requirements for safety test of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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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누설율 : A2/week
• 허용선량율(표면 1 m) : 10 mSv/h

• 허용누설율 : 10-6 A2/h
• 허용표면선량률 : 2 mSv/h

사
고
조
건
시
험

살수시험

0.3~1.2 m 낙하시험

하중시험

1 m 관통시험

9 m 낙하시험

1.7 m 관통시험

A형추가시험
(액체및기체)

15m/200 m 침수시험

낙하시험 I, II

800 ℃열시험

A형운반용기시험절차A형운반용기시험절차 B형운반용기시험절차B형운반용기시험절차

누설/차폐능시험

정상운반조건시험

누설/차폐능시험

• 누설이발생하지않을것
• 표면선량율증가 20 % 이내

판정기준
판정기준

Fig. 3.2.1-1 Safety test procedure for 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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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요건  

핫셀 운반용기는 일반용기와 달리 핫셀과 속할 수 있는 속시스템이 구비

되어야하며, 핫셀 속시 방사선차폐  기 이 유지되어야 한다. 랑스 Padirac 

핫셀용기 등 국내외 핫셀용기의 특성을 분석하여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요건을 도출

하 으며, Table 3.2.1-3은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요건을 요약하 다. 핫셀 운반용기

는 슬라이딩 도어 방식으로 뚜껑을 개폐하므로 슬라이딩 도어의 개폐 시 방사선차

폐  이 유지되어야 한다. 운반용기의 내부 캐니스터가 격납경계 역할을 담당

하며, 원격 취 성을 감안하여 구조는 단착식 결합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핫

셀용기는 개폐부가 많으므로 일반 용기에 비해 낙하조건에서 완충 특성과 화재사고

조건에서 단열 특성이 우수해야 한다. 

항 목 설계요건

일반요건

- 차폐체, 완충체, 단열구조 최 설계를 통한 운반용량 최 화  

- 핫셀 속 방식 : 수직, 수평 는 수직/수평겸용  

- 내부컨테이  이송 방식 : 수동, 유압 는 동방식 

- 원격취 성, 크 인  원격조종기 취 량 고려 

차폐분야

- 핫셀과의 속 는 운반용기 도어 개폐시 차폐 건 성 유지 

- 허용 표면 방사선량률

  . 운반용기 : 2 mSv/h, 핫셀벽 : 1 mSv/week 

임계분야 - 가상 사고조건에서도 미임계 유지 

격납분야

- 격납경계 : 캐니스터 (뚜껑체결 : 단착식 결합방식)

- 핫셀과의 속 는 도어 개폐시  유지 

- 허용 설률 

  . 운반용기 : 약 1.0E-5 std․㎤/s

  . 핫셀 : 30 mmAq의 부압조건에서 4 vol.%/day

- Seal의 교체  검사가 가능한 구조

열분야

- 차폐체  재의 허용온도 유지

  . 납차폐체 : 327 ℃, viton O-ring : 250 ℃

- 운반용기 표면 허용온도 

  . 항공운반 : 50 ℃, 항공운반 이외 : 85 ℃

- 한 단열구조 설계를 통한 화재사고조건에서 개폐부의 열  

  건 성 유지

구조분야

- 최  정상운  압력 : 700 kPa 

- 인양고리 치는 무게 심과 일치, 안 장치 고려

- 한 완충구조 설계를 통한 낙하조건에서 용기 개폐부의 구조

  건 성 유지

 캐니스터 

- TRU 는 핵물질 취 시 2   고려

- 우라늄/TRU 장 캐니스터는 불활성 기체 충 시스템 용 

- 300년 이상 장기 건 성 고려 

- 원격취   다단 재를 한 층조건에 한 안 성 고려 

Table 3.2.1-3 Design requirement for hotcell transport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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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방안분석

  (1) 완충재질의 기계  특성시험  완충구조 검증시험

  

   (가) 완충재질의 기계  특성시험

    ① 완충재질의 동특성 재질시험 필요성  목표

기존의 유한요소해석에 이용되었던 방사성폐기물 용기의 완충재 물성

(materal property)은 일반 인 인장이나 압축시험을 통해 얻어진 정 (static) 시험

결과 데이터가 용되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용기의 정상운   가상사고조건

에서의 구조  안 성 평가항목  자유낙하와 같은 동 거동(dynamic behavior)을 

보이는 유한요소해석에서는 정 인 물성시험을 통해 얻어진 물성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오차를 이기 해서는 해석에 용되

는 완충재질의 입력 물성 데이터는 정  그리고 동 인 해석을 구분하여 합한 물

성이 용되어야 한다. 결과 으로는 동일한 크기의 하 에 해서도 하 의 성격

에 따라 완충재질은 다른 변형도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완충재질에 한 동특

성 재료물성치를 얻는 것은 매우 요하다. 동특성 재질시험의 목표는 변형률속도

(strain rate)가 높은 물성을 얻기 해서 이에 한 하 낙하시험(drop weight 

test)과 이를 통한 완충재의 동특성(dynamic characteristics)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다. 자유낙하와 같은 동 해석을 해서는 하 낙하시험과 같은 동특성 재질시험을 

통해 완충재질의 응력과 변형률선도(stress-strain curve)를 계산해야 한다. 이를 

해 방사성폐기물 용기에 용되는 완충재질을 선정하고 시편을 비하 으며, 정  

 동  시험을 통해 하 과 변 데이터(load-displacement data) 그리고 시편의 치

수를 고려해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계산하 다.

    ② 동특성 재질시험을 한 완충재질 시편

완충재질은 일반 으로 방사성폐기물 용기의 완충체에 많이 용되는 우

탄 폼(Urethane foam), 발사우드(Balsa wood), 허니콤(honeycomb) 시편으로 하 다. 

Table 3.2.1-4와 Fig. 3.2.1-2와 같이 우 탄 폼은 도별로 4 종류, 발사우드는 나뭇

결에 따라 3 방향 그리고 허니콤은 내부 코어(core)의 크기에 따라 3 종류를 비하

고 동일 재질 시편에 해 각각 3개씩 반복 시험을 수행하 다. 발사우드와 허니

콤은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50 mm로 우 탄 폼은 40 mm로 가공하 다. 허니

콤 상하부에는 착제를 이용해 코어를 고정하기 해 1 mm 두께의 알루미늄 

이 부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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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pecimen Q'ty Specimen ID

Urethane Foam Density

26 kg/m3 3 UF26#1,2,3

28 kg/m3 3 UF28#1,2,3

40 kg/m3 3 UF40#1,2,3

226 kg/m3
(난연성) 3 UF226#1,2,3

Balsa Wood
Directio

n

Axial 3 BAAX#1,2,3

Radial 3 BARA#1,2,3

Circumferential 3 BATA#1,2,3

Honeycomb
Core

size

1/4 in. 3 H014#1,2,3

1/2 in. 3 H012#1,2,3

1 in. 3 H100#1,2,3

Table 3.2.1-4 Test material and specimen for drop weight test

(a)                         (b)                         (c)

Fig. 3.2.1-2 Specimen of absorbing material, (a) Urethane foam (40 kg/m
3
),

(b) Balsa wood (radial), (c) Honeycomb (1/2 inc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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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완충재질의 동특성시험장치

완충재의 동특성 재질시험을 한 하 낙하 시험장치는 ASTM E 208-06에 

따라 Fig. 3.2.1-3과 같이 임, 베이스 임, 가이드 일, 하 체, 변   하

을 측정하기 한 센서, 데이터 취득 장치(data acquisition system)로 구성하 으

며, 기본사양은 최 높이 2 m, 최 하  500 kg이며 작동방식은 유압방식을 용

하 다. 하 낙하 시험장치는 기존의 장치를 보완하여 제작하 으며, 기존 구조물

에 유압릴리즈 장치, 유압 워팩, 유압 치 등을 아래 Fig. 3.2.1-4와 같이 수정/

보완하 다. 가속도 센서는 PCB의 350B04를 이용하 으며 최  5,000 g 까지 측정

이 가능하며, 변 센서는 키엔스사의 LK-G150 이  변 센서를 이용하 다.

Fig. 3.2.1-3 Test equipment for dynamic material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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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Drop weight test equipment for 

the height of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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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완충재질의 재질시험 결과

       ㉮ 완충재질의 정하  재질시험 결과

  완충재질의 정하  시험은 0.083 mm/s(1.66E-3 s-1)의 속도로 수행되었으며, 시편

을 압축하면서 변   하 을 측정하여 Fig. 3.2.1-5와 같이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유도하 다. 정하  시험결과 부분의 시험결과에서 기하 에 의한 변형이 생긴 

이후에는 하 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형이 발생하는 구간을 갖다가 이후 하 이 

격한 경사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lock-up 상을 보 다. 따라서 하 이 격하게 

상승하는 구간부터는 완충재질의 특성이 소멸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각 시편에 

해 완충재로서 설계 가능한 변형률인 설계변형한도는 발사우드가 약 60 %까지, 

허니콤은 약 75 %까지  우 탄폼은 약 65 %까지이며, 완충 응력은 발사우드의 

반경방향 경우 500 - 4000 kPa이며 허니콤은 기 변형 구간에서 높은 응력을 보이

다가 일정구간을 지나면서 안정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좌굴 발생을 해 많은 

힘이 필요하다가 좌굴이 발생하면서 재료가 쉽게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허니콤의 완충 응력은 90 - 1000 kPa 임. 우 탄 폼은 약 230 - 3500 kPa의 완충 

응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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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lsa wood (radial)

(b) Honeycomb (1/4 inch size)

(c) Urethane foam (26kg/m
3
)

Fig. 3.2.1-5 Stress-strain curve from the static test of absorb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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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충재질의 동하  재질시험 결과

  완충재질의 동하  시험은 4429.4 mm/s(8.86E01 s
-1

)의 속도로 수행되었으며, 하

체가 1 m 높이(정상조건에서의 낙하조건)에서 낙하하면서 시편을 압축하면서 변

  하 을 측정하여 Fig. 3.2.1-6과 같이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유도하 다. 동하

 시험결과도 정하  시험결과와 유사하게 기하 에 의한 변형이 생긴 이후에

는 하 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형이 발생하는 구간을 갖다가 이후 하 이 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동하 에 한 완충재로서 설계 가능한 변형률은 발사우

드가 약 50 %까지, 허니콤은 약 70 %까지  우 탄폼은 약 50 %까지이며, 완충 

응력은 발사우드의 반경방향 경우 950 - 5000 kPa, 허니콤은 70 - 1360 kPa,. 우

탄 폼은 약 300 - 4000 kPa의 완충 응력을 보 다. Fig. 3.2.1-7은 정   동하  

시험결과를 비교하 으며, 변형속도에 따른 완충재질의 거동을 비교하면 동하  시

험결과가 체 으로 정  시험결과보다 25% 정도 완충 응력이 상승한 결과를 보

지만, 설계 가능한 변형률은 10% 정도 감소한 경향을 보 다. 설계 변형률 제한

치는 시편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 으나 정  시험에서는 략 0.65 정도에서, 동

하  시험에서는 0.55 정도에서 하 이 속히 증가하는 lock-up 까지 측정함으로

써 완충 성능유지를 한 변형도 설계한도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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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Stress-strain curve from the 1 m drop weight test of absorbing 

material, (a) Balsa wood (radial), (b) Honeycomb (1/4 inch size), (c) Urethane 

foam (26 kg/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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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Dynamic Test Static Test

Stress [kPa] Strain Limit Stress [kPa] Strain Limit

Balsa Axial 5000 0.52 4000 0.61

Balsa Radial 950 0.51 700 0.62

Balsa Tangential 1200 0.50 500 0.59

Honeycomb 1" 70 0.69 90 0.73

Honeycomb 1/2" 310 0.68 360 0.75

Honeycomb 1/4" 1360 0.70 1000 0.74

Urethane Foam 26 kg/m
3 400 0.51 300 0.68

Urethane Foam 28 kg/m3 300 0.50 230 0.65

Urethane Foam 40 kg/m3 350 0.53 280 0.65

Urethane Foam 226 kg/m3 4000 0.51 3500 0.67

Table 3.2.1-5 Comparison of stress and strai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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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static and dynamic test for absorbing 

material, (a) Balsa wood (radial), (b) Honeycomb (1/4 inch size), (c) Urethane 

foam (26 kg/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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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충재질의 9m 동하  재질시험 결과

  완충재질의 동하  시험은 9 m 높이(사고조건에서의 낙하조건)의 자유낙하 속도

인 13.3 m/s의 속도로 수행되었다. 이를 하여 기존의 하 낙하장치를 개선하여 9 

m 낙하높이를 구 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개발하 다. 시험장치의 체 인 모습

은 Fig. 3.2.1-8과 같다. 하 체의 낙하속도를 증가시키기 하여 Fig. 3.2.1-9와 같이 

스 링의 압축을 이용하여 에 지를 축 하 다가 Fig. 3.2.1-10의 유압으로 작동하

는 릴리즈 장치에 의해 하 체를 아래쪽에 놓인 시편 로 발사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시편을 압축하면서 변   하 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력-변형률 

선도를 계산하 다. 우 탄 폼, 허니콤, Balsa wood에 하여 계산된 응력-변형률 

선도가 Fig. 3.2.1-11에서 Fig. 3.2.1-13에 각각 나타나 있다. 동하  시험결과 부분

에서 기하 에 의한 변형이 생긴 이후에는 하 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형이 발생

하는 구간을 갖다가 이후 하 이 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동하 에 한 

완충재로서 설계 가능한 변형률은 우 탄폼은 약 50 %까지, 하니콤은 약 70 %까지 

 발사우드가 약 50 %까지 다. 완충 응력은 우 탄 폼이 2500 ~ 5000 kPa, 발사

우드는 2000 ~ 5000 kPa, 허니콤은 약 2000 ~ 4000 kPa의 완충 응력을 보 다. 이

를 근거로 계산한 각 완충재질의 단  충격흡수에 지는  Table 3.2.1-6에 나타나 

있다.

  1 m 와 9 m의 동하  시험결과를 비교해 보면 완충응력의 크기는 9 m의 동하

 시험결과가 1 m의 동하  시험결과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변형속도에 따른 

완충재질의 거동을 비교하면 9 m의 동하  시험결과가 1 m의 동하  시험결과보

다 변형률이 큰 구간까지 일정한 완충응력을 유지하 다. 체 으로 에 지 

에서 보면 9 m의 동하  시험결과가 2 ~ 3배 높은 에 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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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Drop weight 

equipment (overall view)

Fig. 3.2.1-9 Drop weight 

equipment (compressive 

spring)

    
Fig. 3.2.1-10 Drop weight 

equipment (releas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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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1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urethane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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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2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honeycomb (1/4 

inc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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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3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balsa wood (radial 

direction)

 
Stress

(kPa)

Strain

(m/m)

Specific Energy 

(Joule/m
3
)

Polyurethane-150 3,000 0.50 1,500,000

Honeycomb-1/4 2,500 0.70 1,750,000

Balsa-axial 5,000 0.52 2,600,000

Balsa-radial 2,000 0.51 1,020,000

Table 3.2.1-6 Specific absorbed energy of each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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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충격완충체의 1/6 축소모델을 이용한 완충구조 성능시험

완충재질  거셋의 치가 서로 다른 충격완충체 1/6 축소모델 5조를 제

작하여 9 m 낙하높이에 한 완충구조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동특성 데이터를 취

득하 다. 완충구조의 성능시험을 해 좀 더 큰 량의 하 체를 9 m 낙하높이에 

해당하는 속돌를 낼 수 있는 큰 용량의 하 낙하장치가 필요하 다. 이를 해 

KAIST의 충격시험기를 사용하 다. 이는  Fig. 3.2.1-14와 같다. 축소 모델 이론에 

의하면 완충구조 성능시험 필요한 하 체의 량은 20 kg이나 FEM 해석결과에 따

르면 100 kg 이상의 하  이상이어야 완충구조의 변형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완충

구조 시험장치의 하 을 100 kg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낙하속도는 8.3 m/s로 낮아

졌으나 시편에 달되는 에 지량은 약 2배 정도 상승하 다. 충격완충체 1/6 축소

모델의 일반 인 형상은 Fig. 3.2.1-15와 같다. 충돌조건은 각 시편별로 Table 3.2.1-7

과 같다.

Fig. 3.2.1-14 Impact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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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5 General shape of specimen

Specimens
Impact Velocity 

(m/s)

Impact energy 

(J)

1 Beech wood absorber (gusset 6 ea.) 12.6 19,782

2 Balsa wood absorber (gusset 8 ea.) 12.4 19,220

3 Urethane foam absorber (gusset 8 ea.) 12.4 19,220

4 Urethane foam absorber (gusset 6 ea.) 13.4 22,445

5 Al-honeycomb absorber (gusset 8 ea.) 13.7 23,461

Table 3.2.1-7 Impac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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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가 빈 완충구조의 경우 충돌시험 후의 형상이 Fig. 3.2.1-16과 Fig. 3.2.1-17

에 각각 나타나 있다. 내부가 발사우드로 채워져 있는 완충구조의 충돌시험 후의 

형상이 Fig. 3.2.1-18과 Fig. 3.2.1-19에 각각 나타나 있다. 내부가 완충재질로 채워진 

경우의 변형이 내부가 비어있는 경우보다 훨씬 작다. 각 완충구조 시편의 충돌시험 

이후의 형상이 Fig. 3.2.1-20에 나타나 있다.

  완충구조 시험모델 5종에 한 하 -시간 선도  응력-변형률 선도가 Fig. 

3.2.1-21  Fig. 3.2.1-22에 각각 나타나 있다. 한, 각 시험에서의 변형량, 최 변

형률, 기최 응력, 기최 하 , 최 응력, 최 하 이 Table 3.2.1-8에 나타나 있

다. 시험결과를 고찰해 볼 때, 비치우드 완충체는 변형량  변형률이 매우 작고 

딱닥하여 완충재질로 부 합하다고 단되었다. 허니콤 완충체는 변형량  변형률

이 매우 크고 충격 항성이 매우 작으므로 입자를 조 하게 하여 항성을 증가시

키야 완충재질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우 탄 완충체는 격자 6개 보

다 격자 8개의 완충체가 항성이 커 최 응력  최 하 이 크다. 변형량  변

형률이 정하여 완충재질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발사우드 완충체도 충격흡수 능력

이 뛰어나 완충재질로서 합하다. 시편의 개수가 한정되어 제한 인 범 내에서 

자료를 취득하 고 제한된 범 내에서 완충재질  거셋 개수 등에 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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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6 Specimen (Internal: empty) before 

performance test

Fig. 3.2.1-17 Specimen (Internal: empty) after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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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8 Specimen before performance test

(specimen internals: Balsa wood - radial orientation)

 
Fig. 3.2.1-19 Specimen after performance test

(specimen internals: Balsa wood - radi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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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3.2.1-20 Deformed specimen after impact test, (a) beech wood (6 gussets), 

(b) balsa wood (8 gussets), (c) urethane foam (8 gussets), (d) urethane 

foam (6 gussets), (e) Al-honeycomb (8 gu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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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Deformation

[mm]

Max.

strain

Initial

max. stress

[MPa]

Initial

max. load

[kN]

Max. stress

[MPa]

Max. load

[kN]

1 Beech wood (6 gussets) 7.8 0.162 49.0 924.59 51.20 966.10

2 Balsa wood (8 gussets) 33.0 0.676 23.68 446.82 40.66 767.22

3 Urethane foam (8 gussets) 23.0 0.510 25.51 481.35 48.87 922.13

4 Urethane foam (6 gussets) 22.55 0.540 20.82 392.86 39.40 743.45

5 Al-honeycomb (8 gussets) 38.50 0.80 15.18 286.43 49.39 931.95

Table 3.2.1-8 Results of imp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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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1 Force-time history

Fig. 3.2.1-22 Equivalent stress-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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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열재질의 열 특성시험  단열구조 검증시험

   (가) 단열재질의 열 특성시험

운반용기의 단열재로는 일반 으로 난연성 우 탄 폼  Balsa wood를 사용하

고 있으며, 성자차폐체로는 K-Resin과 Polyethylene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재질들은 고온에서 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재질들에 한 

열 특성평가를 수행 한 시험장치를 Fig. 3.2.1-23과 같이 설계하여 Fig.3.2.1-24와 같이 

제작하고, Fig.3.2.1-25~26과 같이 시편들을 제작하여 운반용기 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800 ℃ 열 조건에서 30분간 시험을 수행하 다.

  열 특성시험결과 단열재질로 사용되는 난연성 우 탄 재질의 경우 10 ㎜ 두께의 시

편은 800 ℃ 열 조건에서 30분이 경과한 후 316 ℃로 측정되었고, 50 ㎜ 두께의 시편은 

30분이 경과한 후 117 ℃로 측정되었으며, Balsa wood의 경우는 50 ㎜ 이하 두께의 시

편은 800 ℃ 열 조건에서 30분 이내에 모두 연소하 으며, 50 ㎜ 두께의 시편만이 30분

이 경과한 후 134 ℃로 측정되었다. 성자차폐체로 사용되는 K-Resin은 두께 30 ㎜ 이

하 시편은 800 ℃ 열 조건에서 30분 이내에 모두 연소하 으며, 30 ㎜ 두께의 시편은 

30분 경과 후 193 ℃로 측정되었으며, 약 1.5배의 체  팽창 상을 보 다.

  따라서, 감마선차폐체 납을 사용할 경우 단열재 최소두께는 난연성 우 탄 30 ㎜, 

Balsa wood 50 ㎜, 성자차폐재 K-Resin 30 ㎜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Fig. 3.2.1-23 Drawing of thermal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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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4 Thermal test equipment  

Fig. 3.2.1-25 Non-combustibl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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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6 Balsa wood specimens

  

Noncombustible Polyurethane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5 10 15 20 25 30

Time(min.)

Te
m

p(
℃

)

10 ㎝
20 ㎝
30 ㎝
40 ㎝
50 ㎝

Fig. 3.2.1-27 Thermal test results of non-combustible polyur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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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8 Thermal test results of balsa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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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9 Thermal test results of K-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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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성 우 탄 Balsa Wood K-Resin

두께(㎜) 온도(℃) 비  고 두께(㎜) 온도(℃) 비  고 두께(㎜) 온도(℃) 비  고

10 316 30분 후 10 300 5분 후 10 300 7분 후

20 285 30분 후 20 300 16분 후 20 300 23분 후

30 242 30분 후 30 300 21분 후 30 193 30분 후

40 200 30분 후 40 300 27분 후

50 117 30분 후 50 134 30분 후

Table 3.2.1-9  Thermal test results 

  (나) 단열구조 검증시험

    1) 정상조건 검증시험

정상조건에 한 검증시험을 수행하기 한 시험모델은 Fig. 3.2.1-30과 같이 

section 모델로 설계하 으며, 성자차폐체로 NS-4-FR를 용한 시험모델과 

K-Resin을 용한 시험모델을 제작하 다.

  시험모델의 제원은 열 특성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기 해 직경 60 

mm, 길이 230 mm로 하 으며,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K-type의 열  총 6개를 

설치하 다. 정상조건에서의 열원은 핫셀 운반용기 내부의 사용후핵연료 는 

pyro-processing 공정 후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이다. 따라서, 열 의 방향은 내부에

서 외부방향으로 설치하 다. 

  정상조건 시험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 환경시험에

서 주변온도가 38 ℃인 일정한 환경 하에 시험모델의 온도가 열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방치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열 환경시험설비에 열 특성시험장치를 설치한 

후 열 특성시험장치 chamber에 납 차폐체가 안쪽으로 향하도록 시험모델을 설치하

다. 핫셀 운반용기 운반 내용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인 내부의 열원을 모사하

기 해 열 특성시험장치 chamber의 온도를 200 ℃로 가열한 후 태양 복사열이 없

는 고요하고 정지된 주변온도 38 ℃ ± 1 ℃인 상태에서 시험모델의 온도가 열  평

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 다.

  Table 3.2.1-10  Fig.3.2.1-31은 정상조건 시험에서 열 평형상태에 도달한 후 측정된 

시험모델의 최고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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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0 Test model for a normal condition

         

  반 인 시험모델의 온도는 성자차폐체가 K-Resin인 시험모델의 온도가 약간 

높게 측정되었다. 성자차폐체의 깊이가 20 mm인 지 에서의 온도는 성자차폐

체로 NS-4-FR을 사용한 시험모델의 경우 55 ℃로, K-Resin을 사용한 시험모델의 경

우 57 ℃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핫셀 운반용기 표면에서의 온도는 태양 복사열이 

없는 고요하고 정지된 주변온도 38 ℃ ± 1 ℃인 상태에서의 제한온도인 55 ℃ 이하

일 것으로 측된다.

온 도(℃)

구 분
NS-4-FR 시편 K-Resin 시편

성자차폐체(20 mm) 55 57

성자차폐체(40 mm) 59 62

Intermediate-shell 72 72

Lead(20 mm) 72 73

Table 3.2.1-10  Thermal test results under norm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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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1  Temperature distribution under normal conditions

    2) 정상조건 검증해석

핫셀 운반용기 단열구조에 한 정상조건 검증해석 모델은 검증시험 모델과 

동일한 section 모델을 사용하 으며, 성자 차폐체는 재질은 열  물성치가 알려져 

있는 진(NS-4-FR)을 고려하 다. 열 해석 모델은 직경이 60 mm이고, 길이방향으로

는 실제 핫셀 운반용기의 두께와 동일한 내부쉘 10 mm + 납차폐체 140 mm + 간

쉘 10 mm + 성자차폐체 60 mm + 외부쉘 10 mm로 총 길이는 230 mm이다.

  납 차폐체  성자 차폐체의 양단에는 1 mm의 air gap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해석조건은 시험조건과 동일하며, 운반용기 내부의 열원을 모사하기 하여 용

기 내벽에 한 경계조건은 주변온도를 200 ℃ 하에서 용기 내벽으로의 류  복

사열 달을 고려하 고, 용기 외벽의 경계조건은 주변온도를 38 ℃로 고려하여 

류  복사열 달을 고려 다.

  Fig.3.2.1-32는 단열구조에 한 정상조건 열 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

자 차폐체의 낮은 열 도도 특성으로 인하여 성자 차폐체 층에서 심한 온도구배

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2.1-11은 정상조건에 한 열 시험  해석결과를 비교하

여 나타내었으며, 시험  해석결과의 오차가 10 % 이내로 일치하여 해석결과에 

한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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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2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normal condition

     

온 도(℃)
구 분 열 시험 열 해석

납차폐체 (100 mm) 73 72

납차폐체 (120 mm) 72 71

Intermediate-shell 71 68

성자차폐체(20 mm) 59 62

성자차폐체(40 mm) 55 59

Table 3.2.1-11 Comparison of analysis and test result for normal conditions

    3) 사고조건 검증시험

사고조건에 한 검증시험을 수행하기 한 시험모델은 정상조건 시험모델과 마

찬가지로 Fig. 3.2.1-33과 같이 section 모델로 설계  제작하 다. 시험모델의 제원 

한 정상조건 시험모델과 마찬가지로 하 으며, K-type의 열  한 총 6개를 설치하

다.

  사고조건에서의 열원은 핫셀 운반용기 외부의 800 ℃ 주변온도이다. 따라서, 열

의 방향은 외부에서 내부방향으로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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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3 Test model for a accident condition.

  사고조건 시험은 주변온도가 800 ℃인 일정한 환경 하에 시험모델을 30분간 방치한 

후 자연 냉각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핫셀 운반용기 외부 주변온도인 열원을 모사하

기 해 열 특성시험장치 chamber의 온도를 800 ℃로 가열한 후 열 특성시험장치 

chamber에 성자차폐체가 안쪽으로 향하도록 시험모델을 설치하 다. 핫셀 운반용

기의 운반 내용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인 내부의 열원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chamber의 온도가 800 ℃인 상태를 30분 간 유지한 후 자연 냉각시켰다.

Fig. 3.2.1-34 Thermal test for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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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

구 분
NS-4-FR 시편 K-Resin 시편

성자차폐체(20 mm) 183 147

성자차폐체(40 mm) 126 133

Intermediate-shell 77 63

Lead(20 mm) 70 42

Table 3.2.1-12  Thermal test results under accident conditions

     

 사고조건 시험은 Fig. 3.2.1-34와 같이 수행하 으며, Table 3.2.1-12  Fig. 3.2.1-35는 

사고조건 시험에서 측정된 시험모델의 최고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 인 시험모델의 

온도는 성자차폐체가 NS-4-FR인 시험모델의 온도가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성자차폐체의 깊이가 20 mm인 지 에서의 온도는 성자차폐체로 NS-4-FR을 

사용한 시험모델의 경우 183 ℃로, K-Resin을 사용한 시험모델의 경우 147 ℃로 측

정되었으며, 납 차폐체의 온도는 70 ℃  42 ℃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주변온도 

800 ℃에서 30분간 노출시키는 열 조건에서 차폐체의 건 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Fig. 3.2.1-35  Temperature distribution under accid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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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고조건 검증해석

핫셀 운반용기의 반경방향의 재질과 두께를 고려한 열특성 시험 시편을 이

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하여 열해석을 수행하여 

시험  해석결과를 비교평가 함으로서 해석결과에 한 신뢰성을 평가하 다.

  화재사고조건 해석은 시편 외벽의 주변을 800 ℃로 30분간 가열한 조건에서 운반

용기의 반경방향에 한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시편의 측면으로는 단열되는 조건

으로 가정하고 두께 방향의 열 달을 고려하 다.

  Fig. 3.2.1-36은 800 ℃ 화재가 진행된 30분 이후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3.2.1-13에는 열 시험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성자 차폐체 40 mm 부

를 제외하고는 시험  해석결과가 10 % 이내로 일치하 고, 해석결과가 시험결과

에 비하여 다소 높은 온도를 보 으므로 해석결과에 한 신뢰성  보수성이 확인

되었다.

(a) 온도컨투어 (b) 중심부 반경방향 온도분포

Fig. 3.2.1-36 Thermal analysis results for a accident condition

 

온 도(℃)
구 분

열 시험 열 해석

납차폐체 (120 mm) 70 71

Intermediate-shell 77 80

성자차폐체(20 mm) 126 135

성자차폐체(40 mm) 183 252

Table 3.2.1-13  Comparison of analysis and test result for accid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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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핫셀 운반시스템의 임계 용성 평가

   (가) 핫셀 운반시스템의 임계 용성 평가

미국의 NUREG/CR-6361 보고서에서 출간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의 임

계문제  BAW시리즈 문제를 선정하여 SCALE 코드내의 몬테칼로 계산 모듈인 

KENO-V를 이용하 다. 계산 결과와 기존 실험치와 비교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2.1-14에 나타내었다. Fig. 3.2.1-37은 BAW-1484 2차원 입력 모형이다. 계산 조건

은 다음과 같다.

    - BAW1810의 계산 조건: ENDF/B-V 44 에 지군, 총 203번 싸이클, 기 3번

의 싸이클은 무시, 각 싸이클당 1,000번의 배치고려, 총 배치수는 200,000 

    - BAW1484의 계산 조건: ENDF/B-V 44 에 지군, 총 405번 싸이클, 기 5번

의 싸이클은 무시, 각 싸이클당 600번의 배치고려, 총 배치수는 240,000 

  검증문제를 선택할 때의 기 은 이송한 선원의 형태 (농축도, 구성성분, 상태 

등), 운반용기의 구조, 구조재 등으로 충분한 분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결과 

상 오차로 최  0.2% 이내로 잘 일치함을 확인하 고 운반시스템의 경우 보다 많

은 검증문제를 통해 통계 인 처리후 계산 시스템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다.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한 임계 계산 코드인 KENO-V와 MCNPX를 비교하기 

해 핵연료   운반시스템 구조를 실린더형태로 단순화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KENO-V의 경우 ENDF/B-V 238 에 지군 이용, 총 500 싸이클, 싸이클당 1000 배

치 사용하 으며, MCNPX의 경우 ENDV/B-VI 연속 에 지군을 이용하고 싸이클 

 배치 수는 동일하게 사용하 다. 핫셀 운반시스템의 구성 성분에 따른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3.2.1-15에 정리하 다. 핵연료만으로 구성된 경

우 유효증배계수의 차이는 45 pcm으로 나타났고 핵연료와 납으로 구성된 경우 34 

pcm으로 서로 비슷한 결과를 보 다. 그리고 핵연료, 납,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

된 경우는 7 pcm으로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성자 흡수 단면 의 

향이 큰 폴리에틸 이 추가된 경우 두 코드간 최  약 600 pcm의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는 계산에 이용되는 라이 러리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며 

최신 핵종 라이 러리를 이용한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Fig. 3.2.1-38과 Fig. 

3.2.1-39는 임계비교 평가를 해 단순화된 핫셀용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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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험 농축도 임계도 계산치 표 편차
상 오차

(%)*
1 BW1810A 2.459 0.9971 0.9981 0.0012 0.10

2 BW1810B 2.459 0.9980 0.9972 0.0016 -0.08

3 BW1810C 2.459/4.020 1.0005 1.0022 0.0014 0.17

4 BW1810D 2.459/4.020 0.9999 0.9989 0.0014 -0.10

5 BW1810E 2.459/4.020 0.9976 0.9993 0.0020 0.17

6 BW1484A1 2.46 0.9965 0.9961 0.0018 -0.04

7 BW1484A2 2.46 0.9954 0.9937 0.0014 -0.17

8 BW1484B1 2.46 0.9973 0.9969 0.0015 -0.04

9 BW1484B2 2.46 0.9973 0.9963 0.0015 -0.10

10 BW1484B3 2.46 0.9992 0.9974 0.0017 -0.18

11 BW1484C1 2.46 0.9937 0.9935 0.0017 -0.02

12 BW1484C2 2.46 0.9936 0.9941 0.0015 0.05

Table 3.2.1-14. Critical Benchmark Problem for BAW-1810 and 1484

  *상 오차=(계산치-임계치)/임계치 X 100

Fig. 3.2.1-37. Configuration of BAW-1484 Critical Benchmark Problem.



- 100 -

Fig. 3.2.1-38 Configuration of Simplified Hot-cell Cask.

 Fig. 3.2.1-39 Three Dimensional View 

of Simplified Hot-cell Cask.

구성물질
KENO-V MCNPX

유효증배계수 표 편차 유효증배계수 표 편차

핵연료 0.08767 0.00018 0.08722 0.00016

핵연료+납 0.09163 0.00022 0.09197 0.00017

핵연료+납+폴리에틸 0.19724 0.00062 0.19043 0.00063

핵연료+납+스텐인리스스틸 0.09295 0.00020 0.09288 0.00016
핵연료+납+폴리에틸

+스텐인리스스틸
0.17387 0.00051 0.16428 0.00052

Table 3.2.1-15 Comparison Results of Critical Calculation for Simplified 

Hot-Cell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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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존 핫셀 운반시스템의 임계 계산

이로공정 기  핵연료의 rod-cut을 운반하는 기존 핫셀 운반시스템인 

Padirac RD-15 용기에 해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임계계산을 수행하 다. 임

계계산 수행을 해 기존 운반시스템의 구조를 상세히 모사하여 모델링하고 핵연

료의 경우 편 운반 캐니스터를 고려하여 각 캐니스터 당 5개의 핵연료 편

을 모델링하여 계산의 보수성을 높 다. Fig. 3.2.1-40과 Fig.3.2.1-41은 각각 RD-15 

용기의 수직 단면과 수평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용기에 한 MCNPX 모델 모

형은 Fig. 3.2.1-42에 나타나 있다. 싸이클수  배치수를 변화  공기  물 분

기에 따른 계산결과는 Table 3.2.1-16에 나타내었다. 4.5 wt% 핵연료에 해 임계

계산을 수행한 결과 유효증배계수는 0.05437±0.00004을 구하 으며, 3.5 wt% 경우

는 0.07823±0.00009로 산출되었다. 계산의 조건은 500 싸이클로 각 싸이클당 10,000 

개의 배치를 고려하 다. 사고 조건을 가정하여 물로 채워졌을 경우 3.5 wt% 경우 

유효증배계수는 0.32732±0.00025로 산출되었다. Fig. 3.2.1-43은 싸이클에 따른 유효

증배계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1-40 Vertical cut-view of 

RD-15 Cask (uni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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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1-41 Horizontal Cutview of RD-15 Cask 

(unit:mm). 

Fig. 3.2.1-42 MCNPX Model for RD-15 

Cask (65 rod-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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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3 Variation of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for 

RD-15 Cask. 

핵연료 종류 싸이클수/배치수 환경 유효증배계수 표 편차

4.5wt%

500/10,000 공기 0.05437 0.00004

500/ 1,000 공기 0.05429 0.00011

100/10,000 공기 0.05435 0.00008

3.5wt%

500/10,000 공기 0.07823 0.00009

500/ 1,000 공기 0.07771 0.00027

100/ 1,000 공기 0.07809 0.00018

500/10,000 물 0.32732 0.00025

500/ 1,000 물 0.32724 0.00081

100/ 1,000 물 0.32643 0.00053

Table 3.2.1-16 Results of Critical Calculation for RD-15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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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규 핫셀 운반시스템의 임계 계산

이로공정 기  핵연료 rod-cut을 20 kg 운반하는 핫셀 운반시스템에 

해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임계계산을 수행하 다. 신규핫셀 운반용기의 모델은 

Fig. 3.2.1-44와 같이 심부에 핵연료 편이 치하게 모델링을 하 다. 핵연료의 

rod-cut을 2단으로 배치하고 알루미늄 캐니스터, 핵연료 피복재 등 상세 모사. 계

산 조건은 500 싸이클로 각 싸이클 당 1,000 배치를 이용하 다. 핵연료의 기 농

축도는 4.5 wt%로 Burnup credit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기로 둘러싸여 있

는 경우 임계도는 약 0.10147±0.00044로 산출되었다. 물에 잠겼을 경우 물 도의 

변화에 따른 임계도 민감도 평가를 Table 3.2.1-17과 같이 수행하 다. 물의 도가 

감소할수록 물 내의 수소나 산소 원자에 한 성자 산란이 감소하여 체 으로 

유효증배계수는 감소하게 된다. 물의 도가 1.0 g/cm3 일 때 유효증배계수는 최

로 약 0.55610±0.00107로 산출되었고 0.1 g/cm3로 감소하 을 경우 약 

0.17267±0.00071로 어들었다. 핫셀 운반시스템의 경우 체 으로 최  운반용량

인 20 kg을 감안하면 불확도를 고려한 임계 제한치인 0.95 보다 낮게 유지하여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핫셀 운반시스템의 경우에 해 U/TRU/RE/Zr 핵연료를 이송할 경우 임계도도 

같이 평가하 다. 이로공정  해제련 공정에서 회수되는 TRU/RE와 우라늄 

 Zr로 구성되는 SFR 핵연료에 한 임계도를 평가하 는데, 각각 무게비는 

U:TRU:RE:Zr=63:19:8:10 를 이용하 다. 기존의 가느다란 형태(type1)  커다란 

하나의 형태 (type2)에 해 임계계산을 수행하 는데, Table 3.2.1-18에서 보듯이 

신규 핫셀 운반시스템으로 사용후핵연료외에 TRU 핵연료  공정물질도 운반이 

임계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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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4 Vertical configuration of new hot-cell cask.

Water Density k-eff (4.5 wt%)

1.0 g/cm3 0.55610 (0.00107)*

0.9 g/cm3 0.52613 (0.00111)

0.8 g/cm3 0.49287 (0.00110)

0.2 g/cm3 0.23525 (0.00080)

0.1 g/cm3 0.17267 (0.00071)

Air (0.001 g/cm3 ) 0.10147 (0.00044)

Table 3.2.1-17 Results of Critical Calculation for New Hot-Cell 

Cask with Various Water Densities

Geometry type (weight) k-eff (standard deviation)

Type1 (Multi rods: 33 kg) 0.56552 (0.00095)

Type2 (Single rods: 33 kg) 0.52673 (0.00078)

Type2 (Single rods: 40 kg) 0.56548 (0.00081)

Type2 (Single rods: 50 kg) 0.61115 (0.00088)

Table 3.2.1-18 Critical Calculation of U/TRU/RE/Zr fuel with 

Various Types of Rods in New Hot-Cell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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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화된 구형 모델을 구성하여 직경을 변화시켜가면서 무게 변화에 따라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임계평가를 수행하 다. 회수우라늄의 불순물은 무시하

고 우라늄의 도는 이론 도의 50%와 100%로 가정하 다. 우라늄의 무게는 

100 kg을 기 으로 하여 최  2 ton까지 증가시면서 임계 평가를 수행하 다. 

한 공기  물의 향 평가와 우라늄 농축도를 3wt%에서 5wt%로 증가시키면서 

임계변화를 조사하 다. 계산 조건은 500 싸이클로 각 싸이클당 1,000 배치를 이용

하 다. 회수우라늄의 무게에 따른 임계 변화는 Fig. 3.2.1-45와 같이 기 100 kg

에서 2 ton 까지 충분히 미임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50%에서 

100%로 증가하더라도 임계는 물에서는 약 7~8% 정도 증가하는 반면 공기에서는 

35~45% 정도로 증가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기 에서의 

유효증배계수가 상 으로 작기 때문으로 단된다.

  회수우라늄 100 kg에서 우라늄의 농축도를 변화시키면서 임계변화를 조사한 결

과 Fig. 3.2.1-46과 같이 공기 에서는 최  60 wt% 까지 미임계 상태를 유지하며 

물속에서는 40 wt% 정도까지 미임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일반 인 농

축도인 3~5 wt%의 경우 공기 에서는 0.28~0.32, 물속에서는 0.52~0.57로 충분한 

미임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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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5 Criticality Change with a variation of U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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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6 Criticality Change with a variation of U enrichment.

  TRU 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해 임계평가를 수행하 다. 도는 이론 도의 

50%와 100%로 가정하고 TRU의 무게에 따른 임계평가를 Fig. 3.2.1-47과 같이 공기 

 물에 해 수행하 다. 계산조건은 회수우라늄과 동일하게 용하 음. TRU에

서는 fissile 핵종의 함량이 체의 68 wt%를 차지하고 있어 약 10 kg 정도에서 임

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배치별로 무게에 한 정량  리를 통한 각별한 주의

를 요구한다. 이로공정  해제련 공정에서 회수되는 TRU/RE와 우라늄  

Zr로 구성되는 SFR 핵연료에 한 임계를 평가하 는데, 각각의 무게 구성비율은 

U:TRU:RE:Zr = 63:19:8:10으로 우라늄의 농축도를 변하시키면서 체 fissile의 함

량을 조정하 다. 한 공기  물의 분 기 하에서 임계계산 수행하 는데, 충분

한 미임계를 유지함을 확인하 다. 계산 결과는 Table 3.2.1-19와 Table 3.2.1-20에 

각각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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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7 Criticality Change with a variation of TRU weight.

무게 환경 임계도 (k-eff) 환경 임계도 (k-eff)

10.0 kg 공기 0.60352 ± 0.00067 물 0.65555 ± 0.00085

20.0 kg 공기 0.76039 ± 0.00082 물 0.79868 ± 0.00097

30.0 kg 공기 0.86083 ± 0.00087 물 0.89220 ± 0.00094

40.0 kg 공기 0.94392 ± 0.00090 물 0.96172 ± 0.00102

Table 3.2.1-19 Critical Calculation of TRU/RE with Various 

Weights and Environments

무게 환경 임계도 (k-eff) 환경 임계도 (k-eff)

10.0 kg 공기 0.38186 ± 0.00046 물 0.47380 ± 0.00075

20.0 kg 공기 0.49004 ± 0.00056 물 0.57756 ± 0.00086

50.0 kg 공기 0.67196 ± 0.00072 물 0.73960 ± 0.00092

100.0 kg 공기 0.83895 ± 0.00090 물 0.88278 ± 0.00098

150.0 kg 공기 0.94690 ± 0.00090 물 0.97176 ± 0.00104

Table 3.2.1-20 Critical Calculation of U/TRU/RE/Zr with Various 

Weights an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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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존 핫셀 운반시스템의 차폐 용성 평가

     

   (가) 기존 Padirac Cask로 fuel rod-cuts 운반 시 차폐성능 비교분석

핫셀에서 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Padirac 수송용기를 사용하여 기존 운반

시스템에 합성을 확인하기 하여 선량률 비교시험을 수행하 다. 2007년 7월 11

일 기존 Padirac-B 수송용기를 사용하여 PIEF에서 IMEF와 ACPF로 핵연료 rod-cuts 

운반하 다. 이때 Padirac 수송용기 표면에서 감마선과 성자에 한 선량율을 실

제 측정하 으며, rod-cuts의 수량은 모두 13개이 고연소도는 52 Gwd/tU와 60 

Gwd/tU이며 총 량은 1.8kg-U이었다.

  실제로 운반 에 선량률을 측정하 으며, 차폐계산은 MCNP-5c 코드로 실제 

Padirac 수송용기를 모델링하여 계산하 다. 측정한 측정치와 차폐코드로 계산한 계

산치를 Table 3.2.1-21에 서로 비교하 다. 계산치와 실측치는 잘 일치하고 있지만 

이것을 20 kg-U를 운반한다고 추정하면 선량률은 허용치보다 2배이상 크게 나타났

다. 따라서 재 기존 Padirac cask는 고연소도 핵연료와 운반량이 20 kg-U로 증가

하면 성자차폐체가 없는 것과 체 으로 선량률이 매우 높게 측되므로 향후 

Padirac-B 수송용기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 다.   

 

   Radiation 

   Dose rate of Padirac-B cask (mSv/hr)

 Measured

  (1.8kg-U)

 Calculated  

  (1.8kg-U)

 Calculated  

  (20kg-U)
Allowable

 Gamma-ray 

 (Cask surface)

 Neutron

 (Cask surface) 

  

   0.215

 

   0.189

   

    0.207

   0.201

  

   2.312

   2.126

     Total    0.404     0.408    4.438   2.0

Table 3.2.1-21 Comparisons of dose rates for Padirac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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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새로운 핫셀 수송용기(Hot cell Cask)의 차폐계산  설계

 

    ① 핫셀 운반용기(Hotcell Cask)의 선원  해석모델링 

핫셀 운반용기에 한 차폐평가는 용기설계에서 구조  차폐재가 방사선원

(사용후핵연료)에 하여 정상운 조건 뿐만아니라 20%차폐손실과 같은 운반조건에 

하여서도 안 성을 입증해야한다. Pyroprocess에 사용할 새로운 핫셀 운반용기에 

한 설계를 수행하기 하여 차폐계산을 수행하 다. 핫셀운반용기의 차폐계산에

서 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사용후핵연료에 한 방사선원의 결정이다. 선원(source 

term)은 기 농축도 4.5 w/t %, 연소도가 55 Gwd/tU 그리고 8년 냉각기간을 가

진 PWR 사용후핵연료집합체(17x17)를 선원조건으로 선정하 다. 이 선원조건으로

서 SCALE-5에 포함된 OrigenARP 코드를 사용하여 감마선과 성자의 선원세기와 

에 지스펙트럼을 얻었다. 핵연료 20kg-U에 포함된 감마선원 에 지스펙트럼은 

Table 3.2.1-22에 표시하 고 성자에 지 스펙트럼은 Table 3.2.1-23에 표시하 다.

     

 Low E
  (MeV)

  High E 
   (MeV)

  Strength
 (photons/s)

Percent
fraction

3.00E-01

4.00E-01

6.00E-01

8.00E-01

1.00E+00

1.33E+00

1.66E+00

2.00E+00

2.50E+00

4.00E-01

6.00E-01

8.00E-01

1.00E+00

1.33E+00

1.66E+00

2.00E+00

2.50E+00

3.00E+00

  2.15E+12

  1.63E+13

  1.05E+14

  8.17E+12

  3.29E+12

  6.00E+11

  1.15E+10

  1.10E+10

  5.73E+08    

 0.0159

 0.120

 0.775

 0.060

 0.0243

 0.0044

 8.48E-05

 8.12E-05

 4.23E-06 

Total (20 kg-U) 1.355E+14    1.0

Table 3.2.1-22  Gamma source term for hot cell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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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MeV)

 Neutron spectra

  (neutrons/sec.)

 Percent

 fraction

   0.017

   0.1

   0.4

   0.9

   1.4

   1.85

   3.0

   6.43

  20.0

     1.70E+04

     2.37E+05

     1.61E+06

     3.51E+06

     3.51E+06

     2.80E+06

     5.23E+06

     4.75E+06

     4.52E+05

  7.6E-4

  0.0106

  0.0725

  0.158

  0.158

  0.126

  0.235

  0.214

  0.0203

 Total(20kg-U) 2.22E+07     1.0

Table 3.2.1-23  Neutron source term for hot cell cask 

             

  핫셀 운반용기에 한 차폐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운반용기에 한 차폐해석 모

델을 설정해야한다. 차폐해석 모델은 가능한 실제용기와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구

성해야한다. 운반용기의 개념도를 차폐해석에 용할 수 있는 차폐해석 모델을 Fig. 

3.2.1-48에 나타내었다. Fig. 3.2.1-49와 3.2.1-50은 차폐해석 용 MCNP 코드에서 구

성한 입력 단면과 수직면 graphic 모델이다. 핵연료는 모두 45개의 연료 으로 구성

하여 선원으로 하 다.운반용기 표면과 2m거리에서 감마선과 성자에 한 선량율 

자료를 사용하여 차폐계산을 수행하 으며, 차폐계산은 MCNP-5C코드를 사용하

다. 핫셀 운반용기의 차폐해석모델에서 주차폐체인 감마선 차폐재로 납(lead)과 

성자 차폐체로 진혼합물인 K-Resin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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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8  Shielding model  of hotcel cask  

              

Fig. 3.2.1-49  MCNP shielding analy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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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0 MCNP vertical model 

 

     ② 핫셀 운반용기의 방사선 차폐해석  결과

정상운 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에 한  방사선차폐 해석을 수행하 다. 

차폐해석은 계산의 신뢰성  안 성을 입증하기 하여 모델링을 수정  보완하

여 여러번 계산을 수행하 다. 차폐해석에 한 기술기   규정은 운반용기의 방

사선종사자의 선량률 기 에 부합되도록 계산하 다. 선량률 측정지 (dose 

detector point)은 운반용기 차폐체의 측면, 두껑(Lid) 상부  측면 그리고 바닥

(Bottom) 표면과 표면에서 2 m 거리에서 방사선 선량률(dose rate)로 나타내어 비

교하 다. 운반용기 차폐체에 한 차폐계산결과는 설계기  선원항을 사용하여 

MCNP-5C 코드로 계산하 다. 계산시간은 감마선 photon 계산에서는 PC로 40 

hours가 걸렸고, 계산결과의 relative error는 표면에서 최  2%에서 최  9%로 나

타났고, 2 m 거리에서는 최  10% 최  15%로 주어졌다. 핫셀 운반용기 각부 에

서 선량률 계산 결과치는 Table 3.2.1-24에 나타내었다. 운반용기의 측면 앙 표면에

서 최  0.432 mSv/hr 그리고 2 m 거리에서 0.0107 mSv/hr으로 계산되었다. 상부

두껑 표면(Top lid)에서 0.976 mSv/hr 이고 표면에서 2 m 거리에서 0.009 mSv/hr 

그리고 바닥표면에서는 0.260 mSv/hr 이고 표면에서 2 m 거리에서 0.005 mSv/hr 

나타났다. 계산된 선량률 결과는 정상조건 운반규정에서 제시된 허용치 표면 선량

률 2.0 mSv/hr 그리고 2 m 거리에서 0.1 mSv/hr 허용치 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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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운반용기에 한 차폐해석결과 정상운 조건에서 안 성이 충분히 보장

된다고 평가한다.  

  정상운 조건에서 20% 차폐두께 감소에 한 운반용기에 한  방사선차폐 해석

을 수행하 다. 차폐계산은 성자차폐재 K-Resin이 손실되었다고 가정하여 수행하

다. 계산결과는 Table 3.2.1-25에 표시하 으며, 운반용기의 측면 앙 표면에서 최

 1.75 mSv/hr 그리고 2 m 거리에서 0.037 mSv/hr으로 계산되었으며, 허용치 표

면에서 2.0 mSv/h  2 m에서 0.1 mSv/h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핫셀 운

반용기의 20% 차폐두께 감소할 경우도  차폐성능이 충분히 보장되며 B-type 운반

용기의 안 성이 충분히 입증됨을 알 수 있다.  

  운반사고조건은 1 m 열조건 혹은 800도 화재시험조건에서 외부의 성자차폐

체의 두께가 일부 역에서 변형  소실로 없다고 가정하 다. 차폐해석에 한 기

술기   규정은 운반용기의 방사선종사자의 선량율 기 에 부합되도록 계산하

다. 운반사고조건에 한 선량률 측정지 (dose detector point)은 운반용기 차폐체

의 측면 앙, 측면상부, 상부두껑과 바닥표면에서와 표면에서 1 m 거리에서 방사선 

선량률(dose rate)로 나타내어 비교하 다. 운반용기 표면과 1 m 거리에서 계산된 

선량률값은 Table 3.2.1-26에 나타내었다. 주차폐재인 차폐체의 측면 앙 1 m 거리

에서 최  0.120 mSv/hr 그리고 상부측면에서 1 m거리에서 0.104 mSv/hr으로 계

산되었다. 상부두껑(Top lid) 1 m 거리에서 0.103 mSv/hr 이고 바닥(Bottom)표면 1 

m 거리에서는 0.097 mSv/hr으로 나타났다. 계산된 선량률 결과는 운반사고조건에

서 제시된  1 m 거리에서 허용치 10 mSv/hr 허용치 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운반사고조건에서 차폐성능이 충분히 보장되며 B-type 운반용기의 안

성이 충분히 입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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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e rate

  location

       Dose rate (mSv/hr)

    Surface    2m distance

   Side center

   Top lid

   Lid side

   Bottom

    0.432

    0.976

    0.738

    0.260

0.0107

0.009

0.011

0.005

  Allowable      2.0     0.1

Table 3.2.1-24  Dose rate of hocell cask for normal tranport

     

 Dose rate

 location

       Dose rate (mSv/hr)

    Surface  2 m distnace

   Side center

   Top lid

   Lid side

   Bottom

     1.75

     1.66

     0.90

     1.58

0.037

0.033

0.032

0.034 

   Allowable      2.0     0.1

Table 3.2.1-25  Dose rate of hot cell cask for 20% shield loss

     

    Dose rate

    loaction

  Dose rate (mSv/hr)     

      1 m  distance

  Side center

  Top lid

  Side upper

  Bottom

0.120

0.103

0.104

0.097

   Allowable         10.0

Table 3.2.1-26  Dose rate of hot cell cask for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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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반용기의 성자 차폐재(K-Resin) 개발을 한 성능시험

성자차폐재 K-Resin은 K-Resin(1)과 K-Resin(2)를 먼  개발하 고 성자

차폐성능과 난연성이 보다 우수한  K-Resin(3), K-Resin(4) 그리고 K-Resin(5)를 개

발하 다. 사용후핵연료를 장 하여 운반하는 수송  장용기에 성자를 효과

으로 차폐하기 하여 성자차폐재를 필수 으로 사용해야한다. 성자 차폐재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작업자의 안 을 지키는 요한 사항이다. 특히 수송용기에 

사용하는 성자차폐재는 차폐성능 뿐만아니라, 30분간 800℃ 화재시험에서 타지않

는 난연성이 필수 인 사항이다. 아울러 9m 낙하  1 m 열충격시험에서 구조

으로 변형이 최소화해야하는 기계  강도도 동시에 요구하고있다. 기존의 성자차

폐재는 수송용기의 화재시험  낙하충격시험조건에서 난연성과 기계  강도를 충

분히 보장할수 없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문제 을 해결  보완하고 

성자차폐재의 새로운 고차폐능 난연성과 고강도의 성자차폐재 K-Resin을 만들

게 되었다. K-Resin의 재료, 혼합물, 제조 그리고 성능시험으로 구성된 차도는 

Fig. 3.2.1-51에 보여주고 있다.  

레 진 주 제
( 비 스 페 놀  A 형  레 진 )

(브 롬 화  비 스 페 놀  레 진 )
첨 가 제

(수 산 화 알 루 미 늄 )
첨 가 제

(실 리 카 알 루 미 나 )

경 화 제
(테 트 라 에 칠 렌 펜 타 민 )

첨 가 제
(탄 화 붕 소 )

                        혼 합 기            

혼 합

모 터 진 공

난 연 성 시 험
시 편

차 폐 성 능 시
험 시 편

8 0 0 도  난 연 성 시 험

중 성 자  차 폐 성 능 시 험

기 계 적 강 도
시 험 시 편

기 계 적 강 도  시 험

시 편
가 공

Fig. 3.2.1-51 Development process of neutron shield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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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셀 운반용기에 실제로 사용할 성자 차폐체를 개발하기 하여 모두 4종류의 

성자차폐재를 선정하 다. 이들 재료는 polyethylene, paraffin, K-Resin(3)  

K-Resin(5) 로 하고 그 성자 차폐성능특성을 비교하 다. . 이 성자 차폐 재료에 

한 성자 차폐성능을 검사하기 하여 차폐시험을 수행하 음. 성자 차폐 성

능시험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졌으며, 여기서 성자선원으로 
252

Cf source를 

사용하고 성자검출기는 3개를 설치하 음. 차폐성능시험은 Fig. 3.2.1-52와 같이 

시험장치와 측정계통을 구성하여 사용하 다. 시험은 모두 4가지 차폐 재료와 40, 

50, 60 ,70 mm 두께별로 비교 시험을 수행하 으며, 차폐 재료시편 polyethylene, 

paraffin 그리고 K-Resin(3)과 K-Resin(5)를 시험재료로 하 다.

  성자차폐성능을 조사하기 하여 성자선원을 사용하여 다른 차폐재물질과 비

교하면서 차폐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성자차폐재로는 수소, 탄소, 산소 도가 높

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들 원소 에서 차폐효과 높은 것은 수소

도이다.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폴리에칠 , 라핀 그리고 고성능 난연성 K-Resin 

차폐재 2종류에 한 성자 차폐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Fig. 3.2.1-53과 같은 성

자차폐 성능시험장치를 만들었다. 차폐성능시험 결과는 Fig. 3.2.1-54에 차폐재료와 

두께별로 서로 비교하 다. 그림에서 계측수가 낮은 값이 성자차폐가 잘되기 때

문에 차폐성능이 좋은 것이며, 여기서 K-Resin 차폐재가 paraffin과 polyethylene 재

료보다 차폐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NS-4-FR차폐재와 비교하여 차

폐성능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용기에 성자를 효과 으로 차폐하기 한 성자차폐재는 열 으로도 안

성이 입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자 차폐재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작업자의 

안 을 지키는 것도 요하지만 운 사고조건에서 열 인 조건에 하여 시험이 요

구된다. 특히 수송용기에 사용하는 성자차폐재는 30분간 800℃ 화재시험에서 타

지않는 난연성이 필수 인 사항이다. 난연성시험은 차폐시편을 직경 57mm와 두께

는  30mm 하고 이것을 스테인 스 에 집어넣었다. Fig. 3.2.1-55에 나타난 그림처

럼 한쪽이 개방된 기로에 이 시편을 장착하고 30분동안 800도에서 한쪽면을 가열

하여 시험하 다. 시험  두께 30mm 시편과 30분 시험을 거친후 남은 차폐시편이 

모두 연소하지 않고 반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수있었다. 이 결과로 K-Resin은 난

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된다. 실제로 성자차폐재 K-Resin을 개발하여 핫셀운

반용기의 시험용 모델에 직  주조하여 사용하 으며, Fig. 3.2.1-56에 모델에 

K-Resin을 제조하여 주입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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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2  Neutron shielding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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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3 Neutron shielding test system and tes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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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4 Neutron count rate profile of shield 

material versus shield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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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furnace

Test 
material

Temperature & Timer

Fig. 3.2.1-55  Test equipment for non-framable test 

         

Fig. 3.2.1-56  K-Resin casting of hot cell cas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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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완충 구조에 한 구조 모델링 최 화 요건 설정

   (가) 충격완충체의 충격흡수체 의 수학  유도

충격완충체를 포함한 운반용기의 낙하시험시 낙하높이에 따른 치에 지

가 낙하가 진행되면서  운동에 지로 변환된다. 운반용기가 타겟면에 충돌하면

서 운반용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 지가 충격에 지로 작용한다. 이러한 충격에

지의 부분은 일반 으로 충격완충체가 변형되면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반 으로 운반용기의 낙하시험시 운반용기가 받는 총 충격에 지는 기 용기의 

치에 지와 동일하며 식 (1)과 같다.

  E = mgh ...................................................................................................................(1)

  식 (1)의 총 충격에 지를 각각의 낙하방향에 따른 충격흡수 체 으로 나 면 충

격에 지를 흡수하기 해 필요한 완충재료의 단 체 당 에 지 흡수율을 계산할 

수 있다. 는 총 충격에 지를 단 체 당 에 지 흡수율로 나 면 충격에 지를 

흡수하기 해 필요한 충격흡수 체 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완충체의 

치수를 계산할 수 있다. 충격완충체의 형상을 결정짓는 설계인자(Design 

Parameter)로는 Fig. 3.2.1-57을 참고하여 H1, H2, W를 선정하 다. 일반 인 충격완

충체의 경우 세 가지 설계인자에 의해 그 형상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H1

H2

W

Ri

Ro

H

Fig. 3.2.1-57 Parameters of impact lim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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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방향에 따라 충격을 흡수하기 해 변형되는 충격완충체의 흡수부분이 다르

기 때문에 먼  수직, 수평, 모서리 낙하시 충격완충체의 충격흡수체 을 수학 으

로 계산하 다. 각 낙하방향에 따른 충격흡수 체 을 계산하면 이를 바탕으로 완충

재질의 기계  특성에 따른 흡수 가능한 충격에 지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

탕으로 낙하방향에 따른 충격흡수 체 을 수학 으로 계산하 다.

  - 수직낙하 시 충격흡수 체

  충격완충체는 운반용기의 수직낙하시 발생하는 충격에 지를 완충체의 면으로 

흡수한다. 에 지를 흡수하여 변형되는 체 은 Fig. 3.2.1-58에서 진한색으로 표시되

고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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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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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8 Shock absorbing volume during 

end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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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평낙하 시 충격흡수 체

  충격완충체는 운반용기의 수평낙하시 발생하는 충격에 지를 완충체의 면으로 

흡수한다. 에 지를 흡수하여 변형되는 체 은 Fig. 3.2.1-59에서 진한색으로 표시하

다. Fig. 3.2.1-59의 오른쪽에서 회색으로 표시되는 면 을 A라 하면 면  A는 아

래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 −=
o

i

R

R
o dxxRA 222                                                    (3)

수학 formula에 의해 주어진 분은 아래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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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3)은 식 (5)와 같이 표 되며, 충격흡수체  V는 식 (5)의 면  A에 완

충체의 높이를 곱하여 계산되고 식 (6)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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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9 Shock absorbing volume during sid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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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서리낙하 시 충격흡수 체

  충격완충체는 운반용기의 모서리낙하 시 발생하는 충격에 지를 완충체의 모서리

로 흡수한다. 에 지를 흡수하여 변형되는 체 은 Fig. 3.2.1-60에서 진한색으로 표시

된다. 이 때 하나의 제조건은 H2의 높이가 충분해서 변형하는 모서리 부 를 모

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H2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변형부 가 Fig. 

3.2.1-60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림에서 일반 인 충격흡수 

체 을 V라 하고 단면의 넓이를 S(x)라 하면 체  V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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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x

x
dxxSV (7)

이 때 S(x)는 Fig. 3.2.1-60의 오른쪽의 삼각형 △PQR의 면 을 의미한다. ∠

PQR=90°이므로 △PQR의 면 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QRPQxSPQR ⋅==Δ
2
1)( (8)

이 때, 변 PQ의 길이는 원  의 임의의 x값에 한 y값에 해당한다. 따라서 PQ는 

식 (9)와 같고, Fig. 3.2.1-60에서는 식 (10)과 같이 표 된다. 한 높이 QR은 식 

(11)과 같다. 식 (9)와 (11)을 식 (8)에 입하면 S(x)는 식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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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1에서 a값은 운반용기  충격완충체의 형상을 나타내는 치수에 의해 결

정되는 값이다. a값을 계산하기 하여 충격완충체를 면에서 본 개략도를 표 하

면 Fig. 3.2.1-62와 같다. Fig. 3.2.1-62에서 을 통과하는 선의 방정식은 식 (13)과 

같다. a값은 y=0 일 때의 x 편의 값과 같으므로 a는 식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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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을 이용하여 모서리낙하 시 충격흡수 체 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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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H2의 높이가 충분해서 변형하는 모서리 부 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제조건을 식으로 표 하면 Fig. 3.2.1-62에서 x=Ri+W 일 때 y값이 H1+H2보

다 작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식 (13)에 x=Ri+W를 입하면 식 (16)과 

같고, 이 때, y값이 H1+H2보다 작아야 하므로 이는 식 (17)로 표 된다. 식 (17)을 

정리하면 식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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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0 Shock absorbing volume during corne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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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2 Shape of side during corne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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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충격완충체 치수최 화 방법론 개발

  - 최 화를 한 가정 사항

(i) 최 화시 설계변수는 H1, H2, W로 선정하 다. 제한조건에 설계변수로 표 되

는 충격흡수체 은 낙하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진다. 반면에 충격흡수체

의 임계값은 하 낙하시험장치를 이용한 시험에서 사용된 정형화된 시편의 체

에 기 하여 계산되었다. 따라서 이 두 체 을 정량 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치 

못한 면이 있다. 한, 치수최 화 결과는 충격에 지의 흡수가능여부에 이 맞

추어져 있으므로 실제 시험하에서의 본체의 구조  건정성의 유지여부에 한 

단과는 서로 다른 일 수 있다.

(ii) 최 화를 통한 최 해는 충격을 흡수하기 한 최소의 체 을 만족하는 설계값

이다. 따라서, 최 화된 충격완충체하에서 충격은 운반용기 바로 앞까지 달되어 

온다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설계에서는 여유도를 주기 한 방법이 필요

하다. 로써, 최 화 과정 내에서 임계체 값에 여유를 주는 방법과 운반용기의 

외곽치수 Ri와 H를 입력할 때 여유를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최 화 정식화  최 화 결과

유도된 충격흡수 체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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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의 높이가 충분해서 변형하는 모서리 부 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조건을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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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으로 유도된 충격흡수체 을 기 로 한 제한조건을 용하여 충격완충체

의 치수최 화를 수행하 다. 낙하시험 시 발생하는 총 충격에 지를 완충재료의 

단 체 당 에 지 흡수율로 나 면 충격에 지를 흡수하기 해 필요한 충격흡수 

체 을 계산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완충재질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한 시

험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기 하여 선정된 충격완충체의 재질에 한 특성값을 

용하여 충격흡수에 필요한 최소 체 을 계산하 다. 이를 충격완충체의 설계요건으

로 용하여 치수 최 화를 수행하 다. 충격완충체의 형상을 규정짓는 세 가지의 

설계인자 W, H1, H2 선택하고, 이를 최 화시의 설계변수로 정의하 다.

  에서 수학 으로 유도된 수직, 수평, 모서리 낙하시 충격완충제의 충격흡수체

 V1, V2, V3를 제한조건으로 용하 다. 제한조건으로 작용하는 수직, 수평, 모서

리 방향 낙하시의 충격흡수체 의 모양은 원기둥, 원기둥을 일부 잘라낸 반달기둥, 

원기둥을 비스듬히 잘라낸 기둥 등으로 표 되며 이 값이 임계값보다 커야 한다. 

목 함수는 완충체의 무게이며, 운반용기의 외곽치수는 Ri와 H는 주어지는 값이다. 

최 화를 한 정식화는 다음과 같다.

Find W, H1, H2

Min. Weight of Impact limitter

s.t. Vi ≥ Vcrit (i=1, 2, 3)

  최 화 알고리즘 가운데 RQP(Recursive Quadratic Programing) 방법을 사용하여 

재 개발 인 신규 핫셀 운반용기의 충격완충체의 치수 최 화를 수행하 다. 신

규 핫셀 운반용기의 높이 H와 반경 Ri는 각각 1.14m와 0.42m이고, 충격완충체의 

기치수 W, H1, H2는 각각 0.2m, 0.2m, 0.32m 이다. 11번의 iteration을 거쳐 최

해로 수렴하 고, 각 iteration에서의 설계변수가 수렴해 가는 과정  제한조건의 

최  배량  수렴 인자값이 Fig. 3.2.1-63과 Fig. 3.2.1-64에 나타나 있다. 설계변

수의 기값  최 값은 Table 3.2.1-27에 나타나 있고, 기 완충체의 크기  각 

완충재질에 한 최 치수값으로 구성한 개략도가 Fig. 3.2.1-65에 나타나 있다. 

기값과 비교할 때 최 값은 수직방향의 두께 W값이 증가하고 차폐용기에 맞닿는 

부분의 높이 H2값이 감소하 다. 이로 인해 모서리 낙하가 가장 취약하고 이에 

한 충격흡수체 을 만족시키기 한 방향으로 최 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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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3 Design variables's change at each iteration

Fig. 3.2.1-64 Maximum violation and convergence 

parameter at each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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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l value

Optimum value

Balsa wood

(Axial)

Polyurethane

(150 kg/m
3
)

Honeycomb

(1/4 in.)

W 0.2 0.212 0.253 0.238

H1 0.2 0.314 0.377 0.355

H2 0.32 0.151 0.179 0.170

Table 3.2.1-27 Initial and optimum value of the design variables (unit: m)

Fig. 3.2.1-65 Schematic drawing of the initial and the optimum 

designs (uni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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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최 설계를 통한 충격완충체 완충구조의 최 화

    ① 개요  최 화 정식화

일반 으로 충격완충체는 운반용기의 최외곽을 감싸며 낙하사고 시 소성변

형하며 충격에 지를 흡수하여, 운반용기 본체를 충돌하 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을 한다. 충격완충체의 내부에는 완충재질 이외에 충격흡수성능을 향상시키고 완충

재질의 한 배치를 하여 거셋(gusset)이 치한다. 충격완충체는 거셋의 치

에 따라 충격흡수 능력이 달라지며 변형형태도 변하기 때문에 거셋을 어디에 치

시켜야 하는지에 한 상최 설계를 수행하 다. 상최 설계는 일정한 체 을 

설계 역으로 선택하고, 도를 설계변수로 선정하여 주어진 경계조건  하 조건

하에서 일련의 해석을 통하여 선택한 목 함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이다. 거셋의 

치최 화를 하여 충격완충체 내부의 체 을 설계 역으로 설정하고, 수직낙하, 

수평낙하, 모서리낙하를 모사하는 각각의 하 조건을 부여하고, compliance를 목

함수로 선정하여 최 화를 진행하 다. compliance(유연성)는 stiffness(강성)의 반

되는 의미로 compliance를 목 함수로 선정하여 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는 구조물

의 강성을 최 화하는 거셋의 치를 계산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제한조건은 체

으로 선택하며, 최 화된 체 이 기 설계 역으로 선택한 체 의 20% 내로 제

한하 다.

    ② 거셋 치 최 화 결과 평가

Fig. 3.2.1-66 ~ 4-2-68은 수직낙하, 수평낙하, 모서리낙하에 한 거셋 치 

최 화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은 충격완충체의 1/8 부분을 칭(symmetry) 조건을 

주어 모델링한 설계 역에 한 결과임. 좌측은 면에서 본 결과를, 우측은 아랫

면에서 본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각각의 결과에서 빨간색으로 표 되는 부분은 

도가 1인 부분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을, 란색은 도가 0인 부분으로 없어

도 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그 간에 있는 색들은 상 인 요도를 연속 으로 

표 한다. 수직낙하에 한 결과는 충격완충체 바깥부분에 삼각형 모양의 빨간색으

로 표 되는 치가 거셋이 있어야 하는 부분임을 의미함. 앙부분에도 빨간색이 

치하고 있으며, 빨간색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앙부분과 삼각형 사이에 수직

방향으로 도가 0.5인 부분이 존재한다. 수평낙하에 한 결과는 충격완충체의 아

래   안쪽 모서리에서 바깥쪽 모서리로 연결되는 부분에 빨간색이 치하고 있

음. 한 안쪽면에서 바깥쪽 면으로 연결되는 가로방향으로 존재하는 공원  모

양부분이 도가 0.5인 부근으로 표 된다. 모서리낙하에 한 결과는 충격완충체

의 안쪽 모서리에서 바깥쪽 모서리로 연결되는 부분에 집 으로 빨간색이 치

하고 있다. 세 가지 낙하조건을 모두 고려할 때 안쪽  바깥쪽 모서리 연결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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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셋의 치로서 합함을 나타낸다. 앙부 는 수직낙하 결과를 제외한 조건에서

는 란색으로 없어도 되는 부분으로 나타난다. 앙부 가 없는 도넛모양의 충격

완충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결과가 잘 반 되어 있다고 단된다. 

실제 거셋의 치를 선정하기 해서는 해석 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성을 고려

하여 선정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Fig. 3.2.1-66 Optimization for gusset location for end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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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7 Optimization for gusset location for sid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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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8 Optimization for gusset location for corner drop



- 136 -

   (다) 열(Puncture) 해석 방법론 개발

본 과제에서는 핵연료 운반용기 열시험 단순화 해석 로그램을 개발하

다. 용기의 형상 치수와 재료 물성치만의 입력으로 열시험(puncture test)에 

한 용기의 구조  변형을 신속히 구할 수 있는 “Cask Puncture – SA” 로그램

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설계 기 는 개념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설

계된 용기의 열시험에 한 합성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된 

로그램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해석방법이 구 되어 있으며, 설계자는 각 해석방

법에 의한 결과의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세 방법 모두 용기 변형에 

한 합리  가정을 도입해 역학  이론을 단순화하 으며, 이를 통해 효율  해석

을 가능  하는 방법들로 용기가 손되지 않고 구조  변형으로 얼마만큼의 낙하

에 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 Onat & Asada 방법 : 용기 외부가 여러 층의  구조인 경우를 해석

   - Bump & Liu 방법 : 속  뿐 아니라 완충체의 크러쉬 변형도 고려하여 해

석

   - Wen & Jones 방법 : 단일 에 한 변형 해석

Fig. 3.2.1-69 Program flow chart for simple puncture analysis



- 137 -

  기존 해석방법은 열해석 시 충격완충재의 에 지 흡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

는 경향이 있었다. 열시 steel sheath가 열 에 의해 단이 발생하지만 이를 

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failure) 발생 시 요소를 제거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타당성 검토를 수행

하 다. 구  방법은 Eroding contact을, 요소제거 방법은 Material failure or 

eroding을 사용하여, 변형률을 기 으로 손이 고려 가능한 탄소성 재료 모델을 

사용하 다. Fig. 3.2.1-70은 열해석 시 충격완충체의 metal sheath  완충재질이 

제거되며 해석이 진행됨을 보여 다. 해석시간 동안의 에 지 변화이력은 Fig. 

3.2.1-71에 나타나 있다. 신규 핫셀 운반용기의 열해석 수행 결과 Table 3.2.1-28과 

같이 충격완충체의 변형으로 충돌에 지의 80 % 이상이 흡수되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Fig. 3.2.1-70 Puncture analysis progressing status considering element er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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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1 Energy history

      

Internal Energy 
(kJ) Percent of Total Energy

Fuel Basket 0.013 0.1 %

Gamma shield 0.213 1.1 %

Neutron Shield 1.065 5.8 %

Cask Structure 1.659 8.9 %

Top Impact Limiter 0.002 0.0 %

Bottom Impact Limiter 
(Shell) 5.918 31.9 %

Bottom Impact Limiter 
(Absorber)

9.697 52.2 %

Total 18.567 100 %

Table 3.2.1-28 Internal deformation energy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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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핫셀 운반시스템의 설계 최 화평가

   (가)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해석을 통한 최 화 평가

    ① 개요

1차년도에 최 화 기법을 사용하여 충격완충체의 치수설계를 수행하는 방법

론에 해 개발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충격완충체 치수최 화 결과를 검증하

다. 2차년도에서는 핫셀 운반용기에 한 최 화를 수행하여 1차년도에 제안한 

핫셀 운반용기에 한 구조를 일부 변경하고 각 부품의 치수를 확정하 다. 이를 

해 핫셀 운반용기의 차폐․임계해석, 열 해석, 구조해석 등이 연동되어 수행되었

으며 다른 분야의 해석결과가 feedback되어 수차례의 설계변경이 진행되었다. 최종

으로 모든 해석결과를 반 하여 최 화된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  부품의 치수

가 확정되었다.

    ② 다분야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변경이 수행된 핫셀 운반시스템

  - 완충재질에 따른 충격흡수 능력을 평가하여 충격완충체 설계에 반 : 하 낙하

장치를 이용한 9 m 낙하높이에서의 재료동특성시험을 수행하여 충격완충체의 재질

을 Balsa Wood로 선정하 다.

  - 충격완충체 부착방법의 변경: 충격완충체는 본체에 볼트를 이용하여 부착되며 

고정볼트의 치수  개수를 변경하여 낙하충격 시 충격완충체가 본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치수를 변경하 다.

  - 핫셀용기 뚜껑과 본체 결합 볼트의 치  개수 변경: 핫셀용기가 차에 속

하여 개폐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를 들면 핫셀용기의 이송  취  시나 

차 에 얻 지는 경우 등에는 핫셀용기의 뚜껑이 8개의 볼트  잠 장치에 의

해 본체에 고정되도록 하 다.

  - 다목  용기로 사용하기 한 3가지 다른 종류의 뚜껑 설계하 다.

    ③ 구조해석을 통한 최 화된 핫셀 운반용기의 평가

와 같은 일련의 최 화 과정을 거쳐 주요부품에 발생하는 응력의 최 치

가 획기 으로 감소됨을 확인하 다. Cask는 최  59 %, Canister는 최  58 %, 구

동부 Pin은 최  74 %의 응력감소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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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k(side drop)

Max.stress=229MPa

  
Canister(corner drop)

Max.stress=44 MPa

  
Pin(side drop)

Max.stress=148MPa

Fig. 3.2.1-72 Main components' stress @ the optimized design

 

 

Vertical Drop Horizontal Drop Corner Drop

Time
[sec]

Max.Stress
[MPa]

Time
[sec]

Max.Stres
s

[MPa]

Time
[sec]

Max.Stress
[MPa]

Cask

Conceptual design 0.024 347.4 0.015 562.6 0.025 562.6

Optimized design 0.023 357.3 0.015 229.6 0.042 271.1

Internal 

Canister

Conceptual design 0.006 62.94 0.013 92.12 0.026 102.8

Optimized design 0.006 65.6 0.013 64.91 0.025 43.69

Pin

Conceptual design 0.034 215.2 0.013 562.6 0.027 562.6

Optimized design 0.021 60.43 0.013 148.2 0.020 201.5

Table 3.2.1-29 Analysis result for conceptual desi후 and the optimiz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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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핫셀 운반용기의 개념설계  개념도 작성

서로 다른 목 으로 사용되는 3가지 종류의 핫셀 운반용기의 개념설계가 완

료되었다. 개념설계가 완료된 3가지 종류의 핫셀 운반용기에 하여 개념도를 작성

하 으며, 제작성  구조건 성 평가를 한 축소모델이 제작되었다. 1차년도에 

PRIDE 와 ESPF에 용될 핫셀 운반시스템을 설계하 는데 이는 재 운 되고 있

는 운반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의 운반시스템이다. 따라서, 개발된 신규 핫셀 운반시

스템은 재 운 되고 있는 ACPF와의 호환성은 없었다. 그러나, 재 운 되고 있

는 운반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하면 많은 장 이 있어서 하나의 기본용기를 변형하

여 여러 가지 목 으로 사용가능한 운반용기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용기를 각각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반용기의 본체를 공유하고 뚜껑을 교

체하여 각각의 목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하 다. 그리고 이를 일반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 다.

  개발된 3가지 핫셀 운반용기는 편의상 1) 회 개폐형 핫셀운반용기, 2) 상하개폐

형 핫셀운반용기, 3) 일반 운반용기라 명명하 다. 개발된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는 

에서 기술한 연구항목들을 기 로 하여 이루어졌다. 를 들면, 하 낙하장치를 

구성하여 취득한 9 m 낙하높이에 한 완충재질의 재료동특성 데이터, 충격완충체 

거셋의 상최 설계 결과, 충격완충체 1/6 축소모델을 이용한 완충구조 성능시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충격완충체가 설계되었고, 차폐․임계해석, 열 해석, 구조해석 

등 다분야의 해석  설계과정을 통해 최 화 평가가 이루어 다. 3가지 종류의 운

반용기에 한 개념설계를 완료하여 설계도면, 3차원 산모델을 제작하 으며, 1/2 

축소모델의 제작 발주를 요청하 다.

    ① 회 개폐형 핫셀 운반용기

 - 회 개폐장치를 이용한 운반용기

 - PRIDE  ESPF 시설에 용 정

 - 구조

   . 회 뚜껑과 고정뚜껑으로 구성

   . 회 핀을 심으로 회 뚜껑이 회 하여 캐니스터의 내부이송경로가 확보됨.

   . 평상시에는 고정뚜껑과 회 뚜껑 사이에 치한 잠 장치로 인해 회 뚜

껑이 회 하지 못함.

   . 운반용기가 차 에 속하여 핫셀 리어 도어에 부착되면 잠 장치의 버

튼이 려져서 회 뚜껑의 잠 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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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격납경계는 운반용기 내부의 컨테이 가 되고, 2차 격납경계는 회

뚜껑  고정뚜껑을 감싸는 설방지용 뚜껑이 되어 이  격납을 유지함.

   . 운반용기의 이송을 해 lift rig이 운반용기 심부에 치함.

   . 운반용기 상하부에는 낙하사고 시 충격흡수를 한 충격완충체가 부착됨.

    ② 상하 개폐형 핫셀 운반용기

 -  기존 핫셀 rear door와의 연계성이 고려된 운반용기 필요성 두

 -  Padirac의 속 mechanism을 구 한 운반용기

 -  sliding을 통한 개폐

 -  구조

   . 운반용기 뚜껑에 기존 rear door와의 호환을 한 단차 가공

   . Sliding을 통해 상하 개폐되는 뚜껑을 제외하면 본체와 설방지용 뚜껑은 

“회 개폐형 핫셀 운반용기”의 뚜껑과 동일

   . 앙부 에 치한 뚜껑이 sliding을 통해 로 려 올라가면 캐니스터의 

내부이송경로가 확보됨.

   . 평상시에는 sliding 뚜껑을 고정시키는 잠 장치로 인해 뚜껑이 고정됨.

   . 운반용기가 차 에 속하여 핫셀리어도어에 부착되면 잠 장치의 버튼

이 려져서 sliding 뚜껑의 잠 이 해제됨.

   . 1차 격납경계는 운반용기 내부의 컨테이 가 되고, 2차 격납경계는 설

방지용 뚜껑이 되어 이  격납을 유지함.

   . 운반용기의 이송을 해 lift rig이 운반용기 심부에 치함.

   . 운반용기 상하부에는 낙하사고 시 충격흡수를 한 충격완충체가 부착됨.

    ③ 일반 운반용기

 -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일반 인 운반용기

 - 격납경계가 “회  개폐형 핫셀 운반용기”  “상하 개폐형 핫셀 운반용기”

와 다름

 - 구조

   . double O-ring이 본체와 뚜껑사이에 존재, 이  격납을 유지

   . 설방지용 뚜껑은 없음.

   . double O-ring 사이의 설시험용 포트 가공되어 있음.

   . 뚜껑은 본체에 볼트로 고정

   . 내부 캐니스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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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용기의 이송을 해 lift rig이 운반용기 심부에 치함.

   . 운반용기 상하부에는 낙하사고 시 충격흡수를 한 충격완충체가 부착됨.

     

(a) Rotational type       (b) Sliding type

     

(c) General type             (d) Shock absorber

Fig. 3.2.1-73 Three different hot cell transport package and shock abso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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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4 Conceptual drawing for the rotational type hotcell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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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5 Conceptual drawing for the sliding type hotcell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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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핫셀 속시스템의 개념설계  개념도 작성

회 개폐형 핫셀 운반용기와 속가능한 수평형 속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완성하고 개념도를 작성하 다. 한, 용량 운반용기와 속 가능한 수직형 속

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완성하고 개념도를 작성하 다. 수평  수직형 속시스템의 

개념도는 Fig. 3.2.1-76  Fig. 3.2.1-77과 같다. 수평형 속시스템에 하여는 3.2.4

에서 상세히 설명될 정이다.

Fig. 3.2.1-76 Concept for the horizontal do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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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7 Concept for the vertical do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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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8 Containment 

analysis procedure

  (3) 핫셀 운반시스템 설시험  격납평가 개념수립

   1) 격납평가의 해석방법 차수립

    가) 격납평가 련 법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에 한 격납평가의 해석방법에 한 규정은 미국규격

인 ANSI N-14.5  국제규격인 ISO 12807이 있으며, NUREG/CR 6487에서는 허용 

설률을 평가하기 한 source term의 분류, source term에 따라 cavity로 방출되

는 분량  핵연료 이 손상될 확률에 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Gas : H-3, I-129, Kr-81, Kr-85, Xe-127, 이들의 방출 분량은 0.3

 - Volatile : Cs-134, Cs-135, Ru-103, Ru-106, Sr-89, Sr-90, 이들의 방출 분량은 

2.0E-4

 - 기타 핵종 : Fine(Particulate), 이들의 방출 분량은 3.0E-5

 - 핵연료 이 손상될 확률은 정상조건인 경우 3%, 가상사고조건인 경우 100%

    나) 격납평가 해석방법 차수립

 핫셀 운반시스템에 한 격납 평가 해석방법의 

차는 미국규격인 ANSI N-14.5  국제규격인 ISO 

1280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을 용하여 Fig. 3.2.1-78

과 같은 차를 수립하 으며, 핫셀 운반시스템에 운반

되는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 이 단된 상태로 운반

되므로 사용후핵연료 의 손상확률은 50%를 용하여 

격납해석을 수행하 다. 

    다) 정상조건 격납해석

 격납해석을 수행하기 한 핫셀 운반시스템은 수평 속 방식으로 설계기

은 아래와 같이 Type Ⅱ 캐니스터에 재되는 세 가지 경우를 용하 다.

 - 연소도 55,000 MWD/tU, 농축도 4.5 wt%  냉각기간 10년인 사용후핵연료 

20 kg.

 - Pyro-processing을 통하여 나오는 공정폐기물인 I․Tc fly ash 5 kg.

 - Pyro-processing을 통하여 나오는 공정폐기물인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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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량은 ORIGEN-2 산코드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으며, 방사성 동

원소 핵종의 방출 제한치인 A2 value가 동일한 동 원소는 가장 큰 값을 갖는 방

사성 동 원소를 표로 취하여 합산 후 처리하 다.

 

 - 사용후핵연료 20 kg에서 발생하는 29개의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

량은 1.29×10
4
 Ci(4.77×10

2
 TBq)로 평가되었고

 - I․Tc fly ash 5 kg에서 발생하는 3개의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

은 2.51×10
2
 Ci(9.29 TBq)로 평가되었으며

 -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에서 발생하는 13개의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9.91×10
5
 Ci(3.67×10

4
 TBq)로 평가되었다.

  정상조건에 한 방사성 동 원소 핵종의 방출 제한치인 등가 A2eq 값은 아래 식

(1)에 의해 계산되었다.

 





 ×   ...................................................... (1)

 - 사용후핵연료 20 kg에서 발생되는 핵종의 방출 제한치는 Table 3.2.1-30의 결과

로부터 7.58×10
1
 Ci로 계산되었고,

 - I․Tc fly ash 5 kg에서의 핵종의 방출 제한치는 Table 3.2.1-31의 결과로부터 

2.4×10
1
 Ci로 평가되었으며,

 -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에서의 핵종의 방출 제한치는 

Table 3.2.1-32의 결과로부터 8.98 Ci로 평가되었다.

    정상조건에 한 허용 방출률(R)은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 


  ............................................................................. (2)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 허용 방출률은 2.11×10-8 Ci/s 로 

계산되었고,

 - I․Tc fly ash 5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 허용 방출률은 6.76×10-9 Ci로 평

가되었으며,

 - Ceramic waste 21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 허용 방출률은 2.49×10-9 Ci(4.77 

T㏃)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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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Activity

(ci/MTU)

Activity

(ci/Cask)

Release

Form

Release

Fraction

Fraction

of Rod 

Ruptured

Releasable

Activity

(Ci)

Activity

Limit

(A2i)

Activity

Fraction

(Fi)

Fi/A2i

(Ci)

Actinides

U-234 5.04E+00 1.01E-01 3.0E-05 0.5 1.51E-06 1.62E-01 6.29E-08 3.88E-07

Np-239 6.12E+01 1.22E+00 3.0E-05 0.5 1.84E-05 1.08E+01 7.64E-07 7.07E-08

Pu-238 8.17E+03 1.63E+02 3.0E-05 0.5 2.45E-03 2.70E-02 1.02E-04 3.77E-03

Pu-241 1.22E+05 2.43E+03 3.0E-05 0.5 3.65E-02 1.62E+00 1.52E-03 9.36E-04

Am-241 2.81E+03 5.62E+01 3.0E-05 0.5 8.43E-04 2.70E-02 3.51E-05 1.30E-03

Cm-243 5.55E+01 1.11E+00 3.0E-05 0.5 1.67E-05 2.70E-02 6.93E-07 2.56E-05

Cm-244 7.59E+03 1.52E+02 3.0E-05 0.5 2.28E-03 5.41E-02 9.48E-05 1.75E-03

Fission Products

Ru-106 8.34E+02 1.67E+01 Volatile 2.0E-04 0.5 1.67E-03 5.41E+00 6.94E-05 1.28E-05

Rh-106 8.35E+02 1.67E+01 3.0E-05 0.5 2.51E-04 2.16E+01 1.04E-05 4.82E-07

Tc-99 2.11E+01 4.22E-01 3.0E-05 0.5 6.33E-06 2.43E+01 2.63E-07 1.08E-08

Y-90 9.48E+04 1.90E+03 3.0E-05 0.5 2.84E-02 8.11E+00 1.18E-03 1.46E-04

Ce-144 1.77E+02 3.54E+00 3.0E-05 0.5 5.31E-05 5.41E+00 2.21E-06 4.09E-07

Pr-144 1.79E+02 3.58E+00 3.0E-05 0.5 5.37E-05 1.62E+01 2.23E-06 1.38E-07

Pm-147 1.40E+04 2.80E+02 3.0E-05 0.5 4.20E-03 5.41E+01 1.75E-04 3.23E-06

SM-151 5.65E+02 1.13E+01 3.0E-05 0.5 1.70E-04 2.70E+02 7.05E-06 2.61E-08

Eu-154 5.84E+03 1.17E+02 3.0E-05 0.5 1.75E-03 1.62E+01 7.29E-05 4.50E-06

Eu-155 1.16E+03 2.31E+01 3.0E-05 0.5 3.47E-04 8.11E+01 1.44E-05 1.78E-07

Sr-90 9.48E+04 1.90E+03 Volatile 2.0E-04 0.5 1.90E-01 8.11E+00 7.89E-03 9.73E-04

Ba-137m 1.32E+05 2.64E+03 3.0E-05 0.5 3.96E-02 1.62E+01 1.65E-03 1.02E-04

Cs-134 1.04E+04 2.08E+02 Volatile 2.0E-04 0.5 2.08E-02 1.89E+01 8.66E-04 4.58E-05

Cs-137 1.40E+05 2.80E+03 Volatile 2.0E-04 0.5 2.80E-01 1.62E+01 1.17E-02 7.19E-04

Te-125m 2.24E+02 4.48E+00 3.0E-05 0.5 6.72E-05 2.43E+01 2.80E-06 1.15E-07

Kr-85 7.20E+03 1.44E+02 Gas 3.0E-01 0.5 2.16E+01 2.70E+02 8.99E-01 3.33E-03

Cd-113m 3.99E+01 7.98E-01 3.0E-05 0.5 1.20E-05 1.35E+01 4.98E-07 3.69E-08

Sn-121m 7.01E+00 1.40E-01 3.0E-05 0.5 2.10E-06 2.43E+01 8.75E-08 3.60E-09

Se-79 1.10E+00 2.20E-02 3.0E-05 0.5 3.30E-07 5.41E+01 1.37E-08 2.54E-10

Sb-125 9.19E+02 1.84E+01 3.0E-05 0.5 2.76E-04 2.70E+01 1.15E-05 4.25E-07

Sb-126 1.05E+00 2.10E-02 3.0E-05 0.5 3.15E-07 1.08E+01 1.31E-08 1.21E-09

H-3 6.06E+02 1.21E+01 Gas 3.0E-01 0.5 1.82E+00 1.08E+03 7.57E-02 7.00E-05

Total 6.45E+05 1.29E+04 2.40E+01 1.32E-02

Table 3.2.1-30 Radioactivities for PWR Spent Fuel 20 kg under Norm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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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Activity

(ci)

Activity 

(ci/Cask)

Release

Form

Release

Fraction

Fraction

of Rod 

Ruptured

Releasable

Activity

(Ci)

Activity

Limit

(A2i)

Activity

Fraction

(Fi)

Fi/A2i

(Ci)

I-127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1.62E-01 0.00E+00 0.00E+00

I-129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2.70E+01 0.00E+00 0.00E+00

Tc-99 2.11E+02 2.51E+02 3.0E-05 0.03 2.26E-04 2.43E+01 1.00E+00 4.11E-02

Total 2.11E+02 2.51E+02 2.26E-04 4.11E-02

Table 3.2.1-31  Radioactivities for I․Tc fly ash 5 kg under Normal Condition

Nuclide
Activity

(ci)

Activity 

(ci/Cask)

Release

Form

Release

Fraction

Fraction

of Rod 

Ruptured

Releasable

Activity

(Ci)

Activity

Limit

(A2i)

Activity

Fraction

(Fi)

Fi/A2i

(Ci)

Sr-88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1.62E-01 0.00E+00 0.00E+00

Sr-90 9.48E+05 4.09E+05 Volatile 2.0E-04 0.03 2.45E+00 8.11E+00 8.06E-01 9.94E-02

Ba-134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1.62E+01 0.00E+00 0.00E+00

Ba-136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1.62E+01 0.00E+00 0.00E+00

Ba-137m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1.62E+01 0.00E+00 0.00E+00

Ba-137m 1.32E+06 5.69E+05 3.0E-05 0.03 5.12E-01 1.62E+01 1.68E-01 1.04E-02

Ba-138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1.62E+01 0.00E+00 0.00E+00

Cs-133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2.70E+01 0.00E+00 0.00E+00

Cs-134 2.08E+03 8.97E+02 Volatile 2.0E-04 0.03 5.38E-03 1.89E+01 1.77E-03 9.35E-05

Cs-135 1.58E-01 6.82E-02 Volatile 2.0E-04 0.03 4.09E-07 2.70E+01 1.34E-07 4.97E-09

Cs-137 2.80E+04 1.21E+04 Volatile 2.0E-04 0.03 7.25E-02 1.62E+01 2.38E-02 1.47E-03

Br-79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8.11E+01 0.00E+00 0.00E+00

Br-81 0.00E+00 0.00E+00 3.0E-05 0.03 0.00E+00 1.08E+01 0.00E+00 0.00E+00

Total 2.30E+06 9.91E+05 3.04E+00 1.11E-01

Table 3.2.1-32  Radioactivities for ceramic waste 21 kg under Normal Condition

  허용 설률(L)은 단  시간당 격납 경계로부터 설되는 유체의 허용 체 이므

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로부터 결정된다. 핫셀 운반시스템의 격납 경계는 방사

성물질을 재하고 있는 캐니스터이다. 캐니스터는 두께 5 mm, 외경 278 mm, 길

이 610 mm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20 kg․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 는 I․Tc fly ash 5 kg을 장할 때 캐니스터의 자유체 (V)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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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0 cm
3
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C)는 아래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

산되었다.

C =
RIT
V

Ci/㎤ ...................................................................................................(3)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할 때 9.48×10
-4

 Ci/cm
3
로 계산되었고,

 - I․Tc fly ash 5 kg을 운반할 때 8.92×10
-9

 Ci/cm
3
로 계산되었으며,

 -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을 운반할 때  1.20×10
-4

 Ci/cm
3
로 

계산되었다.

  핫셀 운반시스템의 캐니스터에 방사성물질을 재할 때 정상조건에서의 허용

설률(L)은 식 (4)로부터 계산되었음.

L =
R
C
㎤/s .........................................................................................................(4)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하는 경우 2.22×10
-5

 cm
3
/s로 평가되었고,

 - I․Tc fly ash 5 kg을 운반하는 경우 7.58×10
-1

 cm
3
/s로 평가되었으며,

 -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을 운반하는 경우 2.08×10
-5

 cm
3
/s

로 평가되었다.

   2) 설시험 차수립

    가) 시험방법  차수립

 핫셀 운반시스템은 뚜껑 회 형․Padirac 호환형  일반 운반용기 세 가

지이다. 뚜껑 회 형  Padirac 호환형 핫셀 운반시스템의 격납경계는 방사성물질

을 재하게 되는 캐니스터이며, 일반 운반용기로 사용하게 되는 핫셀 운반시스템

의 경우 격납경계는 운반시스템의 뚜껑 부 에 있는 double O-ring이다. 따라서, 

시험방법  차는 뚜껑 회 형․Padirac 호환형의 경우와 일반 운반용기의 경우

로 구분하여 수립하 다. 

    ① 뚜껑 회 형․Padirac 호환형 핫셀 운반시스템

 뚜껑 회 형․Padirac 호환형 핫셀 운반시스템에 한 설시험 방법은 

ANSI N-14.5  ISO 170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 인 방법  비교  민한 민

감도(10
-9

 ㎤/s)를 요구하는 용기들에 해 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인 Evacuated 

envelope gas test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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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시험 차는 다음과 같다.

- Fig. 3.2.1-79와 같은 설시험장치의 뚜껑을 닫고 설시험을 한 chamber 어

터를 설치한 후 helium mass spectrometer의 inlet port와 연결

- Helium mass spectrometer를 가동하여 시험 공간의 헬륨 량을 측정하여 

helium back-ground(QB)에 기록한 후 helium mass spectrometer의 가동을 

지하고, 설시험장치의 뚜껑을 open

- 격납경계인 캐니스터의 내부에 helium gas를 채우기 한 port를 설치

- 캐니스터 내부 공간에 regulator를 사용하여 시험압력으로 helium gas를 충진

- 캐니스터 내부 공간의 압력이 안정되면, 그 상태를 15 분 이상 유지한 후 sniffer

를 사용하여 캐니스터 내부에 helium gas를 충진 하기 한 port에서의 설여

부를 확인

- 설이 없으면 캐니스터를 설시험장치의 chamber에 넣고 뚜껑을 닫음

- 설시험을 한 chamber 어 터를 helium mass spectrometer의 inlet port와 

연결

- Helium mass spectrometer를 가동하여 시험 공간의 헬륨 량을 측정하여 측정 

헬륨 설률(QLD)에 기록한 후 helium mass spectrometer의 가동을 지하고, 

설시험장치의 뚜껑을 open

- 아래와 같이 압력보정계수와 교정계수를 고려하여 헬륨 설률(QHe)을 계산

C   = PHe / 1kgf/cm2 (압력보정계수),    QHe = (QLD - QB) / C

Fig. 3.2.1-79  Canister lea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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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반 운반용기 핫셀 운반시스템

 일반 운반용기 핫셀 운반시스템에 한 설시험 방법은 뚜껑 회 형․

Padirac 호환형 핫셀 운반시스템과 동일한 Evacuated envelope gas test를 용하 으

며, 설시험 차는 다음과 같다.

- 운반용기 뚜껑에 설시험을 한 어 터를 설치하고 inlet port와 helium mass 

spectrometer를 연결

- Helium mass spectrometer를 가동하여 시험 공간의 헬륨 량을 측정하여 

helium back-ground(QB)에 기록한 후 helium mass spectrometer의 가동을 

지

- 운반용기 내부에 helium gas를 채우기 한 port를 설치

- 운반용기 내부 공간에 regulator를 사용하여 시험압력으로 helium gas를 충진

- 운반용기 내부 공간의 압력이 안정되면, 그 상태를 15 분 이상 유지한 후 sniffer

를 사용하여 운반용기 내부에 helium gas를 충진 하기 한 port  설시험

을 한 port에서의 설여부를 확인

- 설이 없으면 helium mass spectrometer를 가동하여 시험 공간의 헬륨 량을 

측정하여 측정 헬륨 설률(QLD)에 기록한 후 helium mass spectrometer의 가

동을 지

- 아래와 같이 압력보정계수와 교정계수를 고려하여 헬륨 설률(QHe)을 계산

C   = PHe / 1kgf/cm2 (압력보정계수),    QHe = (QLD - QB) / C

   나) 기  헬륨 설률(Reference helium leak rate) 평가

방사선 구역이 아닌 일반 구역에서 운반용기 내부에 방사성물질을 넣고 

설시험을 수행할 수 없음. 따라서, 일반 구역에서 운반용기의 설시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허용 설률을 reference air 는 helium leak rate로 변환하여야 한다. 

핫셀 운반시스템에 재되어 운반되는 내용물은 사용후핵연료 20 kg, ceramic 

waste 21 kg 는 I․Tc fly ash 5 kg의 세 가지 경우이다. 이 세 가지 경우  

ceramic waste 21 kg을 핫셀 운반시스템에 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서의 허용 

설률이 2.08×10-5 cm3/s로 가장 보수 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핫셀 운반시스템의 

설시험을 한 기  헬륨 설률 평가는 핫셀 운반시스템에 재되어 운반되는 

내용물이 TRU를 포함하지 않는 ceramic waste 21 kg의 경우에 하여 수행하 다.

  단 체 당 허용 설률(LN)은 운반용기 내부에 재되는 방사성물질의 핵분열 

따라 발생하는 압력  온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핫셀 운반시스템의 최  내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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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캐니스터 내부 공간에서의 기체에 의해 발생되며, 일반 으로 폐된 용기에

서 기체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내압은 Boyle-Charle의 법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


 ⋅




 ...........................................................................................(6)

여기서, P1 :

P2 :

V1 :

V2 :

T1 :

T2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1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2 (㎏/㎠)

Initial air space volume at T1 (㎤)

Final air space volume (㎤)

Initial temperature (˚K)

Final temperature (˚K)

  핫셀 운반시스템의 캐니스터 내부에 ceramic waste 21 kg을 넣고 캐니스터의 뚜

껑을 닫았을 때 압력은 기압이고 온도는 상온이다. 따라서, 캐니스터 내부의 기

온도 T1은 20 ℃, 기 압력 P1은 1 atm임. 20 ℃에서의 캐니스터 내부 체  V1은 

25,350 cm
3
이다. 

  Ceramic waste 21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격납경계인 캐니스터 표면의 최고온도

는 약 200 ℃로 평가되었으며, 캐니스터 구조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다.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Ⅱ Part D에 따르면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350 

℉(177 ℃)에서 399 ℉(204 ℃)까지의 평균 열팽창계수는 18.36×10
-6

 cm/cm/K이다. 

따라서, 캐니스터 내부 체  V2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25,602 cm
3
로 계산되었

으며,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압력 P2는 1.6 atm으로 산출되었다.

     ⋅


     × ×     

   ×


×


  ×  

 
× 


  

  핫셀 운반시스템의 설시험의 매체로는 helium을 사용하여 leak test를 수행할 

정임. 따라서, 식 (7) ~ (9)를 사용하여 reference helium leak rate를 산출하 다. 

          ㎤  ................................................................ (7)

Fc = (2.49×10
6
×D

4
)/aμ ㎤/atm․s  .................................................................. (8)



- 156 -

Fm = [3.81×10 3×D 3(T/M) 0.5 ]/aPa ㎤/atm․s  ............................................... (9)

여기서, Fc 

Fm

Pu

Pd

Pa

a 

D

μ 

M

T 

: coefficient of continuum flow

: coefficient of free molecular flow

: fluid up-stream pressure

: fluid down-stream pressure

: average stream pressure

: leakage hole length

: leakage hole diameter

: fluid viscosity

: molecular weight

: fluid absolute temperature

  Helium leak test에서의 stream은 up-stream 조건이므로 reference helium leak 

rate(Lhe)는 Table 3.2.1-33에서와 같이 4.16 × 10
-5

 cm
3
/s로 평가되었다.

Normal Normal(He)

D 0.000656 D 0.000656

a 0.5 a 0.5

μ(Air) 0.0257 μ (He) 0.0199

T 473 T 298

M 29 M 4

Pa 1.3 Pa 0.505

Pu 1.6 Pu 1

Pd 1 Pd 0.01

Fc 3.59E-05 Fc 4.63E-05

Fm 6.68E-06 Fm 3.68E-05

LN 2.08E-05 LN-He 4.16E-05

Table 3.2.1-33  Reference helium leak rate(Lhe)

   다) 뚜껑 회 형․Padirac 호환형 핫셀 운반시스템 설시험

뚜껑 회 형․Padirac 호환형 핫셀 운반시스템에 하여 ANSI N-14.5  

ISO 17025에서 규정하고 있는 Evacuated envelope gas test method를 용하여 설

시험을 수행하 다. 설시험에서 측정 장비인 helium mass spectrometer는 Alca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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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모델 ASM 142를 사용하 다.

  설시험은 Fig. 3.2.1-80와 같이 본체와 뚜껑으로 구성된 설시험장치의 뚜껑을 닫

고 설시험을 한 chamber 어 터를 설치한 후 helium mass spectrometer의 

inlet port와 연결한 후 helium mass spectrometer를 가동하여 측정한 시험 공간의 

helium back ground(QB)는 2.2 × 10
-5

 cm
3
/s로 측정되었다. Helium mass 

spectrometer의 가동을 지하고, 설시험장치의 뚜껑을 open 한 후 격납경계인 캐

니스터 내부 공간에 Fig. 3.2.1-81과 같이 regulator를 사용하여 1 kg/cm
2
으로 

helium gas를 충진하 다. 캐니스터 내부 공간의 압력이 안정된 후 그 상태를 15 

분 이상 유지한 후 sniffer를 사용하여 캐니스터 내부에 helium gas를 충진 하기 

한 port에서의 설여부를 확인하 으나 설은 발생치 않아 Fig. 3.2.1-82와 같이 

캐니스터를 설시험장치의 chamber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Fig. 3.2.1-83과와 같이 

helium mass spectrometer의 진공펌 를 가동하여 측정한 헬륨 설률(QLD)은 4.5 

× 10
-5

 cm
3
/s로 측정되었다. 압력보정계수와 교정계수를 고려한 헬륨 설률(QHe)은 

정상조건에서의 허용 방출률인 10
-6

 A2/h를 용하여 산출된 허용 설률인 4.16 × 

10
-5

 cm
3
/s보다 낮은 2.3 × 10

-5
 cm

3
/s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상조건에서의 핫셀 운

반시스템의 격납 건 성은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Fig. 3.2.1-80 Leak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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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1 Helium charge

Fig. 3.2.1-82 Canister within leak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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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3 Leak test for a norm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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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용기 개념  안 성 평가

   핫셀 운반용기는 B(U)F형 운반용기로 분류되며, B(U)F형 운반용기의 설계요건에 

따라 정상운반조건  가상사고조건에 한 임계, 차폐, 격납, 열  구조 

안 성평가를 수행하 다.

가. 핫셀 운반용기 임계 평가

핫셀 운반용기의 임계 안 성평가를 한 기술기 은 다음과 같다.

[3.2-1 ~ 3.2.2-6]

○ 정상운반  가상사고조건에 한 운반용기의 유효증배계수는 95%의 신뢰

수  (Confidence Level)에서 95% 이상의  확률로 계산한 모든 편이(Bias)와 

불확실도(Uncertainty)를 고려하여 0.95를 과할 수 없음.

○ 운반용기의 설계변수에 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보수 인 푯

값을 사용하고, 이로 인한 효과를 정량화하기 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야 

함.

  (1) 핵연료 물질 사양 

  핫셀 임계도에 요한 핵연료집합체의 설계제원은 Table 3.2.2-1에 형태별로 

제시하 다. 핵연료 물질의 조성은 Table 3.2.2-2와 같으며, 핵연료집합체 형태와 무

하다.

항 목 단 표 /가디언

UO2 펠렛

직 경 mm 8.26

공칭 도 g/cm3 10.44

층 도 g/cm3 10.114

UO2 연료
연료 층길이 mm 3810.0

유효 길이 mm 4093.67

핵연료 피복

재 질 - Zircaloy-4

내 경 mm 8.43 ± 0.038

외 경 mm 9.70 ± 0.051

안내 /계측

재 질 - Zircaloy-4

내 경 mm 22.86 ± 0.127

외 경 mm 24.89 ± 0.076

핵연료집합체
체 길이 mm 4527.55

연료  간격 mm 12.85

Table 3.2.2-1 Main parameter for target nuclear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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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 (g/cm
3
) 핵 종 원자 도 질량분율

UO2

핵연료 펠렛
10.412

O-16 4.64653E-02 1.18533E-01

U-235 1.17574E-03 4.40734E-02

U-238 2.20569E-02 8.37394E-01

Zircaloy-4

피복
6.56

Cr(Nat) 7.59779E-05 9.99999E-04

Fe(Nat) 1.48557E-04 2.10000E-03

Zr(Nat) 4.25413E-02 9.82300E-01

Hf(Nat) 2.21333E-06 1.00000E-04

Sn-112 4.68065E-06 1.32583E-04

Sn-114 3.13652E-06 9.04297E-05

Sn-115 1.73715E-06 5.05259E-05

Sn-116 7.01133E-05 2.05700E-03

Sn-117 3.70592E-05 1.09665E-03

Sn-118 1.16872E-04 3.48799E-03

Sn-119 4.14021E-05 1.24613E-03

Sn-120 1.57260E-04 4.77299E-03

Sn-122 2.23417E-05 6.89408E-04

Sn-124 2.79391E-05 8.76292E-04

Table 3.2.2-2 Material composition of transport contents

  (2) 계산 모델 

    (가) 해석코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본 임계해석에 몬테카를로법을 용하여 복잡한 3차원 기하학  구조에 

해서도 실제의 경우와 유사한 유효증배계수 계산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검증과

정을 거쳐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SCALE5 코드의 KENO-Va 모듈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SCALE5 코드에는 임계계산을 한 여러 종류의 다군(Multi-Group) 반응단면  라

이 러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본 해석에서는 경수로 시스템에 합한 ENDF/B-V 

기반의 44군 라이 러리를 선택하여 사용하 다. SCALE5 코드에 내장된 각 라이

러리에 한 실효성 검증결과 NUREG/CR-6686에 기술되어 있으며, 44군 반응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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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러리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3.2-7]

“LWR and mixed-oxide lattices are the library's [44 group ENDF/B-V] strong 

point, and it [44 group ENDF/B-V library] is the recommended SCALE library 

for these applications."

SCALE5 코드에는 반응단면  라이 러리에 해 Bondarenko 방법 는 

Nordheim 방법에 따라 자기차폐(Self-shielding)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로그램은 필요시 공명(Resonance) 자료에 따라 호출된

다.[3.2-8][3.2-9]

  자기차폐 반응단면 은 몬테카를로 로그램인 KENO-Va에서 증배계수 

(Multiplication Factor)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SCALE5 코드에는 추가 으로 임계

해석에 필요한 보정인자(Dancoff Factor), 핵종 도의 계산 는 단면  자료의 자

동 송을 한 모듈이 내장되어 있다. 

몬테카를로 방법에 의한 임계해석 결과의 수렴성 (Convergence)은 다음의 변수들에 

많은 향을 받는다.

- 주기(Generation)당 생성되는 입자의 개수

- 임계도 평균값 계산에서 배제되는 주기의 개수

- 체 주기의 개수

임계해석시 주기당 최소 200개의 입자를 생성시켰으며, 최소 1000 주기를 실행하

다. 임계도 평균값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주기의 개수는 통계  오차가 최소가 되

도록 선택하 으며, 이러한 과정은 KENO-Va 모듈의 실행시 자동 으로 수행된다.

    (나) 핵임계 안 지수 (Criticality Safety Index)

     핫셀 운반용기는 방사성내용물을 효과 으로 격리할 수 있는 두꺼운 진 

 납 매질이므로, 인 한 운반용기로 인한 추가 인 핵반응도는 매우 작다, 그러

나, 해석결과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해 운반용기의 6개 면에서 완  반사 (무한배

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그에 따라 핵임계 안 지수는 0이 된다.

    (다) 핵연료 모델링

         핫셀 운반용기는 핵연료 물질 20 kg을 상으로 한다. 핵연료 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편이나 분말 형태로 운반용기에 담아 공정간 이송하게 된다. 임계 

해석의 보수성을 해 표 규격의 피복 과 직경을 없애고 알루미늄 용기에 담은 

분말 형태를 가정한다. 한 핵연료는 원 의 FSAR에 기술된 설계기  농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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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임계 해석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해 Table 3.2.2-1에 제시된 표  핵연료 집

합체에 해 모델링하 다. 그리고 모든 핵연료 펠렛에는 가연성 흡수체 물질

(Burnable Absorber Material)이 혼합되거나 표면을 덮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가

정한다.

  일반 으로 핵임계도는 우라늄 농축도와 도에 비례하므로, 표 /가디안 핵연료

집합체를 기 모델의 설계기 연료로 선정하여 임계해석을 수행하 다. 모델링에 

용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핵연료는 신연료(Fresh Fuel)로 가정

- 모든 핵연료에는 핵임계도를 감소시키는 U-234  U-236이 존재하지 않음.

- 핵연료 의 U-235 농축도: 4.5 wt% (유효연료 체 역에 해 균일)

- 핵연료 은 50 cm 편 형태로 운반되고 우라늄 20 kg 기 으로 총 81개의 

연료 으로 구성

- 모든 핵연료 손상: 물이 침투되어 핵연료 주 에 있음.

- 핵연료집합체 지지격자 등 무시

    (라) 운반용기 모델링

         핫셀 운반용기는 실린더형의 내부 공간(Cavity)에는 최 용량 20 kg을 함

유할 수 있는 Stainless Steel로 둘러싸인 바스켓 셀(Basket Cell)이 있으며 이를 14 

cm 정도의 납이 둘러싸고 있다. 이후 K-resin이 성자를 막기 해 6 cm 정도 외

부에 둘러싸고 있다. Table 3.2.2-3은 운반용기의 내부 구조 요소의 치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작에 의한 공차는 고려하지 않고 임계 해석을 수행하 다. 용기 뚜껑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보수 으로 일체형으로 가정하 다. Table 3.2.2-4는 구성 재질

별 도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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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 질 치 수 [mm]

○ 바스켓 Al

  - 두께 10

  - 내부폭 320

  - 길이 620

○ 내부 지지 SA-240 type 304

  - 두께 10

  - 내부폭 380

  - 길이 680

○ 감마 흡수체 Pb

  - 두께 140

  - 길이 960

○ 성자 흡수체 K-resin

  - 두께 60

  - 길이 1040

Table 3.2.2-3 Size of transport cask component

임계해석 모델링에 용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바스켓 셀 내부 핵연료의 치: 반응도가 가장 큰 부분

- 핵연료, 바스켓, 납 매질, 성자 흡수체 고려: 핵연료는 소결체 형태 고려

- 운반용기 내부 분 기 : 정상조건시 공기, 사고조건시 물로 실온상태의 도

(0.99818 g/cm3)를 용

- 핵연료는 알루미늄 캐스크 내부에만 존재하고 다른 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은 없음

- 지지 은 SS 304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10 mm임.

- K-resin : B4C의 함량: 37 wt% (B-10 함량: 천연상태 존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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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g/cm3) 핵종 질량분율

○ Al

 - 바스켓
2.7 Al-27 1.00000E+00

○ SA-240 type 304

 - 내부  외부 지지
7.87

C(Nat) 8.00000E-04

N-14 1.00000E-03

Si(Nat) 7.50000E-03

P-31 5.00000E-04

O(Nat) 3.00000E-04

Cr(Nat) 1.90000E-01

Mn-55 2.00000E-02

Fe(Nat) 6.83740E-01

Ni(Nat) 9.25000E-02

○ Pb

 - 감마 흡수체
11.34 Pb(Nat) 1.00000E+00

○ K-resin

 - 성자 흡수체
1.45

H-1 8.00000E-02

C(Nat) 3.30000E-01

O-16 5.40000E-01

B-10 8.00000E-04

B-11 3.20000E-03

Al-27 2.60000E-02

Ni(Nat) 2.00000E-02

○ 경수

 - 사고시 내부 분 기
0.99818

H-1 1.11895E-01

O-16 8.88105E-01

○ 공기

 - 정상 내부 분 기
0.001225

N-14 7.60000E-01

O-16 2.40000E-01

Table 3.2.2-4 Density and composition of cask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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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임계 평가 

    (가) 미임계상한치 설정 

     NUREG/CR-5661의 내용을 기 로 임계 실험자료에 한 통계  분석을 

통해 핫셀운반용기의 미임계상한치를 결정하 다.

핫셀운반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헌으로부터 총 133개의 임계 실험자

료를 선정한 후, 임계해석에 사용한 KENO Va 모듈  ENDF/B-V 기반의 44군 단

면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임계계산을 수행하 다. 각 임계실험 해석결과에 한 

통계  처리를 해 NUREG/CR-6361에 제시된 USLSTATS 로그램을 사용하

다.[3.2-10]

       ⓛ 임계 실험자료 선정 

      임계실험을 선정하기 해서는 운반용기의 구조  특성  임계 안 성 

인자( 성자 흡수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 해석에서는 핫셀운반용기의 다음과 같

은 특성에 따라 Table 3.2.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33개의 임계 실험자료를 선

정하 다.

- 재 상 핵연료: 상업용 가압 경수로 (PWR) 핵연료

- 바스켓 재질 : 스테인리스강

- 성자 흡수체 : 붕소가 함유된 진

- 임계 안 성 평가시 연소도 효과 (Burnup Credit) 미고려

출 처 개 수

NUREG/CR-6361 [3.2-10] 118

OECD NEA/NSC/DOC(95)03 [3.2-11] 10

Babcok & Wilcox Company [3.2-12][3.2-13] 5

 체 133

Table 3.2.2-5 Data references to determine upper subcritical limit



- 167 -

  ○ NUREG/CR-6361 

 NUREG/CR-6361에 제시된 180개 임계 실험자료의 용성을 검토하여 7개의 

비격자 (Non-Lattice) 실험자료  Table 3.2.2-6에 제시한 55개의 실험자료를 제외한 

118개의 임계실험을 선정하 다.

실 험 번 호 미 용 사유 개수

27,28,29,30,51,52,53 육각형 격자 7

39,65,66,88,89,109,110,163,164,165,166,167 카드뮴(Cd) 12

41,42,43,44 하 늄(Hf) 4

59,67,90,91,92,93,94,95,111,112,113,114 구리(Cu) 12

70,71,72,73,132,133,134,135,136,137 납 반사체 10

75,76,77,78,140,141,142,143,144,145 우라늄 반사체 10

 체 55

Table 3.2.2-6 Exempt benchmark tests of NUREG/CR-6361 for USL

  ○ OECD NEA/NSC/DOC(95)0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핫셀운반용기의 성자 흡수체는 붕소가 포함된 

K-Resin으로 이러한 특성에 합한 임계실험을 추가 으로 찾기 해 OECD에서 수

행한 실험자료를 확인하 으며, 비록 성자 흡수체의 형태가 상이하지만 

LEU-COMP-THERM-008로부터 10개의 실험을 추가로 선정하 다.

  ○ Babcock & Wilcox 

 Babcock & Wilcox 보고서에 붕소 흡수체를 사용한 임계 실험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5개의 실험을 추가로 선정하 다. 

BAW-1484의 5개 실험 에서 NUREG/CR-6361과 종일한 2개를 제외한 3개와 

BAW-1810의 20개 가운데 동일한 것 제외한 2개를 선정하 다. 동일한 실험명은 

Table 3.2.2-7과 같이 변경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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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CR-6361에 제시된 명칭 변 경 명

BW1810A BW1810C3

BW1810B BW1810C8

BW1810C BW181020

BW1810D BW181014

BW1810E BW181016

BW1810F BW1810C1

BW1810G BW181018

BW1810H BW181012

BW1810I BW1810C2

BW1810J BW181013

Table 3.2.2-7 File rename of BAW-1810 benchmark in NUREG/CR-6361

       ② 산코드 편이  불확실도 설정 

       앞서 언 한 133개의 임계실험에 한 입력 일을 KENO-Va 코드  

44군 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실행하 다. Table 3.2.2-8에는 경향성 분석 

 용범  설정을 해 농축도를 포함하여 사용되는 주요 변수가 해석결과와 함

께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변수에 의해 산출되는 편이  불확실성은 유효증배계수

에 한 미임계 상한치를 설정하기 해 사용된다. 

기  모델과 임계 실험의 주요 변수에 어떠한 경향성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

 모델의 미임계 상한치는 다음 수식 (USL Method)에 따라 계산한다.

     ×   ×  
 


여기서

   : 임계 실험자료에 한 의 평균값

  : 임계 실험자료에 한 유효증배계수의 표 편차

   : Student-t 분포의 인자

 : 임계 실험자료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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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개 임계실험 해석결과에 한 평균값 ( )  표 편차 ()는 각각 0.99897, 

0.00372 이며 Student-t 분포는 1.645 이므로,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 한 

미임계상한치는 0.9428 이다.

해석코드의 편이와 불확실성은 10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실험자료

에 해 가장 직선에 가까운 값을 얻기 해 각 변수에 해 최소자승법을 용하

다. 95% 신뢰구간에 0.05의 여유도를 더한 직선을 이용하여 유효증배계수에 한 

미임계상한치를 산출하 다. 한, 직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95% 신뢰구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해 통계  시험을 수행하 다.

       ③ 용성 범  설정 

       임계 실험자료에 한 분석을 통해 편이  불확실도를 결정하고, 용

범   허용기 을 수립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직선에 

한 불확실도를 산출하는 USLSTAT 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다.

본 해석에서는 다음 7가지 변수에 한 통계  경향성을 평가한 후, 각 변수별 

미임계 상한치  경향성이 가장 작은 결과를 기 모델의 미임계 상한치로 설정하

다. 각 변수에 한 통계  분석결과는 Table 3.2.2-9에 제시하 다.

- 핵연료의 U-235 농축도

- 격자변수: 연료  간격, Dancoff Factor

- 스펙트럼 변수: 물/핵연료 부피비, AEG, AEF, 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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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명
농축도

(wt%)
AEG

AEF

(eV)

연료

간격(cm)

물/핵연

료 

부피비

H/X
집합체 

간격(cm)

Dancoff 

Factor
keff 

ANS33AL1 4.74 34 0.231 1.35 2.302 138.4 5 0.2010 1.0051 0.0008

ANS33AL2 4.74 34 0.196 1.35 2.302 138.4 2.5 0.2010 1.0110 0.0009

ANS33AL3 4.74 34 0.176 1.35 2.302 138.4 10 0.2010 1.0022 0.0008

ANS33EB1 4.74 33 0.244 1.35 2.302 138.4 2.5 0.2010 0.9956 0.0009

ANS33EB2 4.74 34 0.206 1.35 2.302 138.4 5 0.2010 1.0082 0.0008

ANS33EP1 4.74 33 0.251 1.35 2.302 138.4 2.5 0.2010 0.9965 0.0009

ANS33EP2 4.74 33 0.223 1.35 2.302 138.4 5 0.2010 0.9985 0.0008

ANS33SLG 4.74 34 0.195 1.35 2.302 138.4 5 0.2010 0.9974 0.0008

ANS33STY 4.74 33 0.264 1.35 2.302 138.4 2.5 0.2010 0.9910 0.0008

B1645SO1 2.46 32 0.407 1.41 1.015 119.4 1.78 0.3479 0.9962 0.0007

B1645SO2 2.46 32 0.415 1.41 1.015 119.4 1.78 0.3479 0.9994 0.0006

BW1231B1 4.02 31 0.728 1.511 1.139 88.6 - 0.2574 0.9937 0.0008

BW1231B2 4.02 29 1.193 1.511 1.139 88.6 - 0.2571 0.9958 0.0007

BW1273M 2.46 32 0.517 1.511 1.376 161.5 - 0.2642 0.9955 0.0007

BW1284A1 2.46 34 0.196 1.636 1.841 216.1 1.64 0.1908 0.9953 0.0007

BW1284A2 2.46 35 0.152 1.636 1.841 216.1 4.92 0.1908 0.9937 0.0007

BW1284B1 2.46 33 0.249 1.636 1.841 216.1 - 0.1908 0.9953 0.0007

BW1284B2 2.46 34 0.192 1.636 1.841 216.1 1.64 0.1907 0.9964 0.0007

BW1284B3 2.46 35 0.148 1.636 1.841 216.1 4.92 0.1908 0.9987 0.0008

BW1284C1 2.46 34 0.189 1.636 1.841 216.1 1.64 0.1908 0.9933 0.0008

BW1284C2 2.46 35 0.148 1.636 1.841 216.1 1.64 0.1908 0.9936 0.0008

BW1284C5 2.46 34 0.166 1.636 1.841 216.1 3.272 0.1908 0.9945 0.0007

BW1284C6 2.46 34 0.165 1.636 1.841 216.1 3.272 0.1908 0.9919 0.0009

BW1284C7 2.46 35 0.149 1.636 1.841 216.1 4.908 0.1908 0.9940 0.0008

BW1284S1 2.46 34 0.198 1.636 1.841 216.1 1.64 0.1907 0.9986 0.0006

BW1284S2 2.46 34 0.193 1.636 1.841 216.1 1.64 0.1907 0.9989 0.0007

BW1284SL 2.46 35 0.138 1.636 1.841 216.1 6.54 0.1908 0.9955 0.0007

BW1645S1 2.46 30 1.345 1.209 0.383 45 1.78 0.6154 0.9972 0.0006

BW1645S2 2.46 29 1.408 1.209 0.383 45 1.78 0.6154 1.0027 0.0007

BW181012 2.75 32 0.358 1.636 1.784 198.2 - 0.1854 0.9980 0.0007

BW181013 2.75 33 0.333 1.636 1.784 198.2 - 0.1854 0.9999 0.0007

BW181014 2.74 33 0.340 1.636 1.785 198.7 - 0.1854 0.9983 0.0007

BW181015 2.74 33 0.322 1.636 1.785 198.7 - 0.1854 0.9999 0.0007

BW181016 2.74 33 0.333 1.636 1.786 198.8 - 0.1854 0.9983 0.0007

BW181017 2.74 33 0.317 1.636 1.786 198.8 - 0.1854 0.9973 0.0006

BW181018 2.78 32 0.359 1.636 1.778 196.3 - 0.1854 0.9976 0.0007

BW181020 2.77 33 0.332 1.636 1.78 196.8 - 0.1854 0.9980 0.0007

BW1810C1 2.46 33 0.248 1.636 1.841 216.1 - 0.2017 1.0029 0.0007

BW1810C3 2.46 33 0.248 1.636 1.841 216.1 - 0.1905 0.9974 0.0006

Table 3.2.2-8 Critical test results using KENO-Va and 44 group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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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명
농축도

(wt%)
AEG

AEF

(eV)

연료

간격(cm)

물/핵연

료 

부피비

H/X
집합체 

간격(cm)

Dancoff 

Factor
keff 

BW1810C8 2.46 33 0.247 1.636 1.841 216.1 - 0.1905 0.9992 0.0006

BW364710 2.46 33 0.255 1.636 1.841 216.1 - 0.1906 0.9970 0.0006

BW364715 2.46 33 0.256 1.636 1.841 216.1 - 0.1905 0.9969 0.0005

BW3647C2 2.46 33 0.252 1.636 1.841 216.1 - 0.1906 0.9969 0.0005

BW3647C4 2.46 33 0.253 1.636 1.841 216.1 - 0.1906 0.9968 0.0006

BW3647C5 2.46 33 0.252 1.636 1.841 216.1 - 0.1906 0.9959 0.0006

BW3647C6 2.46 33 0.251 1.636 1.841 216.1 - 0.1906 0.9968 0.0006

BW3647C7 2.46 33 0.252 1.636 1.841 216.1 - 0.1906 0.9960 0.0006

BW3647C8 2.46 33 0.250 1.636 1.841 216.1 - 0.1906 0.9956 0.0006

EPRU65 2.35 33 0.257 1.562 1.196 163.6 - 0.2773 0.9951 0.0008

EPRU65B 2.35 33 0.319 1.562 1.196 163.6 - 0.2772 0.9982 0.0009

EPRU75 2.35 35 0.113 1.905 2.408 329.4 - 0.1167 0.9983 0.0007

EPRU75B 2.35 35 0.142 1.905 2.408 329.4 - 0.1167 1.0009 0.0007

EPRU87 2.35 36 0.082 2.21 3.687 504.2 - 0.0573 0.9985 0.0007

EPRU87B 2.35 36 0.092 2.21 3.687 504.2 - 0.0573 0.9984 0.0006

NSE71SQ 4.74 33 0.248 1.26 1.823 110 - 0.2572 0.9965 0.0009

NSE71W1 4.74 33 0.225 1.26 1.823 110 - 0.2572 0.9968 0.0008

NSE71W2 4.74 34 0.192 1.26 1.823 110 - 0.2572 0.9982 0.0008

P2438AL 2.35 36 0.096 2.032 2.918 398.7 8.67 0.0863 0.9963 0.0008

P2438BA 2.35 36 0.098 2.032 2.918 398.7 5.05 0.0863 0.9981 0.0008

P2438SLG 2.35 36 0.095 2.032 2.918 398.7 8.39 0.0863 0.9982 0.0008

P2438SS 2.35 36 0.096 2.032 2.918 398.7 6.88 0.0863 0.9967 0.0008

P2438ZR 2.35 36 0.095 2.032 2.918 398.7 8.79 0.0863 0.9970 0.0007

P2615AL 4.31 35 0.114 2.54 3.883 256.1 10.72 0.0389 0.9989 0.0008

P2615BA 4.31 35 0.115 2.54 3.883 256.1 6.72 0.0389 0.9970 0.0009

P2615SS 4.31 35 0.115 2.54 3.883 256.1 8.58 0.0389 0.9989 0.0008

P2615ZR 4.31 35 0.114 2.54 3.883 256.1 10.92 0.0389 0.9970 0.0009

P2827SLG 2.35 36 0.095 2.032 2.918 398.7 8.31 0.0863 0.9959 0.0007

P3314AL 4.31 33 0.236 1.892 1.6 105.4 9.04 0.1729 0.9980 0.0009

P3314BA 4.31 33 0.325 1.892 1.6 105.4 4.8 0.1729 1.0006 0.0008

P3314BC 4.31 33 0.318 1.892 1.6 105.4 3.53 0.1729 0.9984 0.0008

P3314BF1 4.31 33 0.317 1.892 1.6 105.4 3.6 0.1729 1.0015 0.0008

P3314BF2 4.31 33 0.320 1.892 1.6 105.4 4.94 0.1729 0.9998 0.0009

P3314BS1 2.35 34 0.175 1.684 1.6 218.6 3.86 0.2019 0.9961 0.0008

P3314BS2 2.35 34 0.177 1.684 1.6 218.6 3.46 0.2019 0.9936 0.0007

P3314BS3 4.31 33 0.293 1.892 1.6 105.4 7.23 0.1729 0.9993 0.0008

P3314BS4 4.31 33 0.296 1.892 1.6 105.4 6.63 0.1729 0.9999 0.0008

P3314SLG 4.31 33 0.234 1.892 1.6 105.4 10.86 0.1729 0.9981 0.0009

P3314SS1 4.31 33 0.237 1.892 1.6 105.4 3.38 0.1729 0.9981 0.0009

Table 3.2.2-8 Critical test results using KENO-Va and 44 group library (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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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명
농축도

(wt%)
AEG

AEF

(eV)

연료

간격(cm)

물/핵연

료 

부피비

H/X
집합체 

간격(cm)

Dancoff 

Factor
keff 

P3314SS2 4.31 33 0.256 1.892 1.6 105.4 11.55 0.1792 1.0024 0.0009

BW364711 2.46 33 0.261 1.636 1.841 216.1 - 0.1905 0.9971 0.0006

BW364712 2.46 33 0.254 1.636 1.841 216.1 - 0.1905 0.9961 0.0005

P3314SS3 4.31 33 0.245 1.892 1.6 105.4 4.47 0.1729 0.9981 0.0008

P3314SS4 4.31 33 0.258 1.892 1.6 105.4 8.36 0.1729 0.9973 0.0008

P3314SS5 2.35 34 0.168 1.684 1.6 218.6 7.8 0.2019 0.9962 0.0008

P3314SS6 4.31 33 0.282 1.892 1.6 105.4 10.52 0.1729 1.0026 0.0009

P3314W1 4.31 33 0.199 1.892 1.6 105.4 - 0.1729 1.0002 0.0009

P3314W2 2.35 35 0.149 1.684 1.6 218.6 - 0.2019 0.9959 0.0008

P3314ZR 4.31 33 0.239 1.892 1.6 105.4 11.04 0.1729 0.9995 0.0008

P3602BB 4.31 33 0.303 1.892 1.6 105.4 8.3 0.1729 1.0037 0.0008

P3602BS1 2.35 34 0.178 1.684 1.6 218.6 4.8 0.2019 1.0019 0.0008

P3602BS2 4.31 33 0.301 1.892 1.6 105.4 9.83 0.1729 1.0038 0.0009

P3602N11 2.35 34 0.180 1.684 1.6 218.6 8.98 0.2019 1.0042 0.0008

P3602N12 2.35 34 0.174 1.684 1.6 218.6 9.58 0.2019 1.0029 0.0007

P3602N13 2.35 34 0.167 1.684 1.6 218.6 9.66 0.2019 1.0011 0.0007

P3602N14 2.35 35 0.162 1.684 1.6 218.6 8.54 0.2019 0.9980 0.0008

P3602N21 2.35 36 0.095 2.032 2.918 398.7 10.36 0.0863 0.9997 0.0007

P3602N22 2.35 36 0.098 2.032 2.918 398.7 11.2 0.0863 1.0015 0.0007

P3602N31 4.31 33 0.317 1.892 1.6 105.4 14.87 0.1729 1.0082 0.0008

P3602N32 4.31 33 0.304 1.892 1.6 105.4 15.74 0.1729 1.0084 0.0008

P3602N33 4.31 33 0.294 1.892 1.6 105.4 15.87 0.1729 1.0069 0.0008

P3602N34 4.31 33 0.288 1.892 1.6 105.4 15.84 0.1729 1.0059 0.0009

P3602N35 4.31 33 0.283 1.892 1.6 105.4 15.45 0.1729 1.0051 0.0008

P3602N36 4.31 33 0.277 1.892 1.6 105.4 13.82 0.1729 1.0001 0.0009

P3602N41 4.31 35 0.123 2.54 3.883 256.1 12.89 0.0389 1.0116 0.0008

P3602N42 4.31 35 0.117 2.54 3.883 256.1 14.12 0.0389 1.0083 0.0008

P3602N43 4.31 35 0.114 2.54 3.883 256.1 12.44 0.0389 1.0039 0.0008

P3602SS1 2.35 34 0.171 1.684 1.6 218.6 8.28 0.2019 0.9944 0.0008

P3602SS2 4.31 33 0.292 1.892 1.6 105.4 13.75 0.1729 1.0037 0.0008

P3926SL1 2.35 35 0.159 1.684 1.6 218.6 6.59 0.2019 0.9944 0.0008

P3926SL2 4.31 33 0.278 1.892 1.6 105.4 12.97 0.1729 0.9987 0.0008

P4267B1 4.31 31 0.556 1.89 1.59 105.1 - 0.1736 0.9967 0.0008

P4267B2 4.31 30 0.612 1.89 1.59 105.1 - 0.1735 1.0026 0.0007

P4267B3 4.31 30 0.792 1.715 1.09 71.9 - 0.2703 1.0032 0.0007

P4267B4 4.31 30 0.954 1.715 1.09 71.9 - 0.2702 1.0008 0.0007

P4267B5 4.31 30 1.123 1.715 1.09 71.9 - 0.2701 1.0000 0.0007

P4267SL1 4.31 33 0.290 1.89 1.59 105.1 - 0.1738 0.9976 0.0008

P4267SL2 4.31 31 0.545 1.715 1.09 71.9 - 0.2704 0.9986 0.0008

Table 3.2.2-8 Critical test results using KENO-Va and 44 group library (cont'd)



- 173 -

실험명
농축도

(wt%)
AEG

AEF

(eV)

연료

간격(cm)

물/핵연
료 

부피비
H/X

집합체 

간격(cm)

Dancoff 

Factor
keff 

P49-194 4.31 27 3.453 1.598 0.509 33.6 - 0.4738 1.0058 0.0008

P62FT231 4.31 32 0.362 1.891 1.6 105 5.67 0.1734 1.0007 0.0007

P71F14F3 4.31 32 0.377 1.891 1.6 105 5.19 0.1734 0.9986 0.0008

P71F14V3 4.31 32 0.368 1.891 1.6 105 5.19 0.1734 0.9986 0.0008

P71F14V5 4.31 32 0.371 1.891 1.6 105 5.19 0.1734 0.9986 0.0008

P71F214R 4.31 32 0.367 1.891 1.6 105 5.19 0.1734 0.9975 0.0009

PAT80L1 4.74 35 0.149 1.6 3.807 228.6 2 0.1051 0.9994 0.0009

PAT80L2 4.74 35 0.144 1.6 3.807 228.6 2 0.1051 1.0002 0.0008

PAT80SS1 4.74 35 0.150 1.6 3.807 228.6 2 0.1051 1.0002 0.0009

PAT80SS2 4.74 35 0.144 1.6 3.807 228.6 2 0.1051 0.9949 0.0010

W3269SL1 2.72 33 0.326 1.524 1.495 156.1 - 0.2339 0.9962 0.0008

W3269SL2 5.7 33 0.316 1.422 1.932 98.3 - 0.1855 1.0025 0.0010

W3269W1 5.7 33 0.311 1.524 1.495 156.1 - 0.2339 0.9959 0.0008

W3269W2 5.7 33 0.307 1.422 1.932 98.3 - 0.1855 1.0016 0.0008

W3385SL1 5.74 33 0.298 1.422 1.933 97.6 - 0.1855 0.9963 0.0008

W3385SL2 5.74 35 0.103 2.011 5.067 255.9 - 0.0435 0.9999 0.0008

Table 3.2.2-8 Critical test results using KENO-Va and 44 group library (cont'd)

AEG: Average Energy Group causing Fission, 핵분열을 야기하는 평균 성자 에

지군

AEF: Average Energy for Fission, 핵분열을 한 평균 성자 에 지

H/X: Hydrogen to Fission Ratio, 핵분열에 한 수소 비율

  ○ 핵연료 농축도 

  133개 임계실험에 한 핵연료 농축도 범 는 2.35 - 5.74 wt% 이며, 농축도

가 증가할 수 록 미임계 상한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핫셀운반용기는 기  

핵연료의 U-235 농축도가 4.5 wt% 이므로, 미임계 상한치는 0.9440으로 설정하 다. 

  ○ 격자 변수 

- 연료  간격

  133개의 임계실험에 한 연료  간격은 1.2 - 2.5 cm 이며, 연료  간격이 

감소할수록 미임계상한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핫셀 운반용기에 재되는 

핵연료 집합체의 연료  간격은 1.285 cm이므로, 이에 따른 미임계 상한치는 0.9412

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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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off Factor

 통계 으로 요한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임계 상한치 설정을 한 

변수에서 제외하 다. 

독립변수
실험 

개수
범

경향의 

요성
미임계상한치 용식

U-235 농축도 

(wt%)
133 2.35 - 5.74 O

0.9387+(1.281E-3) × X

0.9440 (X≥4.354)

연료  

간격(cm)
133 1.2 - 2.5 O

0.9372+(3.1540E-3) × X

0.9437 (X≥2.0684)

Dancoff Factor 133 0.0389 - 0.6154 × 0.9425-(2.3088E-3) × X

물/핵연료 

부피비
133 0.383 - 5.067 × 0.9419+(2.3208E-4) × X

AEG 133 27.6 - 36.6 ×
0.9536-(3.3391E-4) × X

0.9433 (X≤30.873)

AEF 133 0.082 - 3.45 ×
0.9406+(1.6033E-3) × X

0.9421 (X≥0.946)

H/X 133 34 - 504 ×
0.9440-(8.1445E-6) × X

0.9436 (X≤57.515)

Table 3.2.2-9 USL fitted equation and statistical trend for independent 

parameters

  ○ 스펙트럼 변수 

 4가지 스펙트럼변수(물/핵연료 부피비, AEG, AEF, H/X) 모두 통계 으로 

요한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임계상한치 설정을 변수에서 제외하 다.

  ○ 허용기  (Acceptance Criteria) 설정 

 핫셀 운반용기에 용되는 미임계 상한치는 기술기 에 제시된 표  안 성 

여유도 5% 와 해석 코드의 편이  불확실도를 고려한 유효증배계수이다. 핵임계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허용기 은 각종 변수에 한 통계  분석을 통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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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미임계 상한치 가운데 최소값이며, 모든 변수에 한 미임계 상한차를 Table 

3.2.2-10에 제시하 다. 각 경우에 해 별도의 안 성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미임계 상한치 산출결과  최소값을 모든 경우에 요하는 것이 가장 보수 이므

로, 핫셀운반용기에 한 미임계 상한치를 0.9412로 설정하 다.

독립변수 미임계 상한치 산출식
운반용기 

수치

미임계 

상한치

U-235 농축도 

(wt%)

0.9387+(1.281E-3) × X

0.9440 (X≥4.354)
5.0 0.9440

연료  간격(cm)
0.9372+(3.1540E-3) × X

0.9437 (X≥2.0684)
1.285 0.9412

Dancoff Factor 0.9425-(2.3088E-3) × X - 0.9428

물/핵연료 

부피비
0.9419+(2.3208E-4) × X - 0.9428

AEG
0.9536-(3.3391E-4) × X

0.9433 (X≤30.873)
- 0.9428

AEF
0.9406+(1.6033E-3) × X

0.9421 (X≥0.946)
- 0.9428

H/X
0.9440-(8.1445E-6) × X

0.9436 (X≤57.515)
- 0.9428

Table 3.2.2-10 USL of trend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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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일 운반용기 임계 안 성 평가 

     핫셀 운반용기의 임계 안 성 평가를 한 기  모델의 모델일에는 기존

에 제시한 가정사항  해석조건을 용하 으며, 보수  평가를 한 운반용기의 

무한배열을 가정하 다.

        ⓛ 정상 운반조건 

       Fig. 3.2.2-1 ~ 3.2.2-2는 SCALE 코드의 PICTURE 모듈을 사용하여 작성

한 핫셀 운반용기에 한 반경/축방향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상 운반 조건에

서 단일 운반용기에 한 임계해석 결과는 Table 3.2.2-11에 정리하 으며, 미임계상

한치에 한 여유도는 0.8572 이다.

항 목 유효증배계수

기 모델

유효 증배계수 계산 결과 (제한조건) 0.08326

유효 증배계수 계산 결과의 불확실도(2) 0.00040

편이 내부 폭 1mm 증가 (불확실도 포함) 0.00037

최  유효증배계수 (기 모델 계산 결과+불확실도+편이) 0.08403

미임계 상한치(USL) 0.9412

미임계 여유도 0.8572

Table 3.2.2-11 Critical analysis results of normal transport condition 

        ② 운반 사고조건 

       운반사고에 한 최  유효증배계수는 정상운반조건에 한 최  유효

증배계수와 구조  변이로 인한 편이  불확실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보수 으로 핫셀운반용기 이송시 수  낙하 사고로 물이 흡수된 경우와 바스켓 

내부 폭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2.2-12에 제시하 다. 운반사고 조건에서 최  편이는 와 불확실도의 2배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물이 흡수된 경우에 최  편이가 발생하면 그 값은 0.365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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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외부  (SS304)

성자 차폐체

(K-Resin)
감마 차폐체(Pb)

내부 바스켓(Al)

핵연료

내부 분 기

(공기, 물) 

Fig. 3.2.2-1 Vertical cut view of transport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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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Horizontal cut view of transport cask

항 목   ∆ 최 편이

(∆ )

기 모델 0.08476 0.00030 - -

물이 흡수된 경우 0.44640 0.00150 0.36164 0.36464

내부폭 1mm 증가 0.08398 0.00042 0.00078 0.00162

K-resin 손실 0.34099 0.00066 0.25623 0.25755

핵연료  이격거리 0.1 

mm로 감소
0.08500 0.00032 0.00024 0.00088

Table 3.2.2-12 Sensitivity test for transport accident condition

가상사고조건에서 단일 운반용기에 한 임계해석 결과는 Table 3.2.2-13에 정리하

으며, 미 임계상한치에 한 여유도는 0.491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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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유효증배계수

기 모델 정상 운반조건 최  유효증배 계수 0.08476

편이 물이 흡수된 경우 (불확실도 포함) 0.36464

최  유효증배계수 (기 모델 계산 결과+편이) 0.4494

미임계 상한치(USL) 0.9412

미임계 여유도 0.4918

Table 3.2.2-13 Critical analysis results for accident condition 

  (4) 핵임계 검증 평가 

  이 에서는 해석 코드의 용성 검토 결과와 기  모델의 해석조건이 최  

반응도를 나타냄을 확인하기 해 수행한 민감도 분석결과를 기술하 다.

    (가) 해석코드의 용성 검토 

    핫셀운반용기의 임계해석은 NUREG-1617에 제시된 SCALE5 코드의 

KENO-Va 모듈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해석코드 선정에 한 성을 검토하기

해 MCNPX 코드와 ENDF/B-VI 반응단면 을 사용하여 기 모델에 한 임계해

석을 수행하 다. MCNPX 코드에 의한 유효증배계수 평가결과가 상 으로 작지

만, 해석코드의 불확실도를 고려하면 그 차이는 무시할 만하다. 따라서 핫셀운반용

기에 한 임계 안 성 평가를 해 KENO-Va 모듈을 이용하는 것은 한 것으

로 단된다.

    (나) 설계기 연료 민감도 분석 

    임계도에 향을 미치는 설계기  연료의 다양한 변수에 해 민감도 분석

결과를 Table 3.2.2-14에 제시하 다. 결과에 따르면 핵연료  직경 증가에 따라 유

효증배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핵연료 소결체 제작 공차를 

고려하여 직경이 모두 최 로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기 모델에 한 편이

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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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기 모델 0.08476 0.00030 -

핵연료 소결체 도 

감소(이론 도의 95% →93%)
0.08250 0.00032 -0.00226

핵연료 소결체 직경 증가 (8.26 

mm → 8.36 mm)
0.08596 0.00032 0.00120

핵연료 피복  두께 감소 (0.635 

mm → 0.6 mm)
0.08472 0.00034 -0.00004

핵연료  사이의 이격거리 증가 

(10 mm → 12 mm)
0.07520 0.00034 -0.00956

U-234 0.1 wt% 추가 (U-235 

농축도: 4.5 wt%)
0.08430 0.00032 -0.00046

U-236 0.1 wt% 추가 (U-235 

농축도: 4.5 wt%)
0.08377 0.00032 -0.00099

U-235 농축도 감소 (4.5 wt% → 

3.5 wt%)
0.08013 0.00034 -0.00463

Table 3.2.2-14 Sensitivity results of design parameters for design base fuel

    (다) 운반용기 민감도 분석 

       ⓛ 제작공차 

      기 모델의 경우 일반 으로 각 구성요소의 모델링을 해 제작공차를 

고려하여 임계도 측면에서 보수 인 결과를 나타내는 제원을 사용하 다. 이러한 

보수성을 확인하기 해 핫셀 운반용기의 구성요소의 제작공차에 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2.2-15에 제시하 다. 결과에 따르면 내부폭 증

가 는 바스켓 두께의 감소에 따라 유효증배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스켓 내부폭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기 모델에 한 편이로 용하여 와 불확실도를 

이용하여 편이를 계산하면 0.00037 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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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델링 가정사항 

      모델링에 용한 가정사항은 보수성을 확인하기 해 수행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 기 모델은 모든 핵연료가 손되어 펠렛과 피복  사이의 간극이 없다고 가

정하 지만 실제로 간극을 공극으로 고려하면 유효증배계수는 0.08276으로 

약 0.6% 감소한다.

- 10CFR71.55에는 감속재 충진시 미임계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

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해 운반용기에 물이 채워진 사고상태를 

가정하 다.

- 사고상태에서 운반용기 내부에 물이 흡수되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가정하

는데, 물이 감속재로 작용하여 유효증배계수를 증가시킨다. 물의 도를 다양

하게 변화시키면서 임계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3.2.2-16에 제시하

다. 

항 목   ∆

기 모델 0.08476 0.00030 -

바스켓 두께 감소

(10 mm → 9 mm)
0.08434 0.00034 -0.00042

바스켓 두께 증가

(10 mm → 11 mm)
0.08398 0.00042 -0.00078

납차폐체 두께 감소

(140 mm → 120 mm)
0.08494 0.00038 -0.00018

납차폐체 두께 증가

(140 mm → 160 mm)
0.08363 0.00038 -0.00113

성자 차폐체 두께 감소

(60 mm → 50 mm)
0.08461 0.00034 -0.00015

성자 차폐체 두께 증가

(60 mm → 70 mm)
0.08375 0.00042 -0.00101

Table 3.2.2-15 Sensitivity results of transport cask manufacturing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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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KENO-Va MCNPX-V25

  ∆  

기 모델, 공기 분 기 0.08476 0.00030 - 0.08233 0.00028

감속재 도, 0.9982 g/cc 0.44640 0.00150 - 0.44127 0.00137

감속재 도, 1.0 g/cc 0.44480 0.00150 -0.00160 0.44099 0.00132

감속재 도, 0.99 g/cc 0.44210 0.00130 -0.00430 0.43910 0.00139

감속재 도, 0.98 g/cc 0.44130 0.00150 -0.00510 0.43654 0.00149

감속재 도, 0.95 g/cc 0.43900 0.00170 -0.00740 0.43384 0.00143

감속재 도, 0.9 g/cc 0.42430 0.00120 -0.02210 0.42043 0.00127

감속재 도, 0.8 g/cc 0.40550 0.00120 -0.04090 0.40129 0.00131

감속재 도, 0.7 g/cc 0.38470 0.00140 -0.06170 0.37980 0.00134

감속재 도, 0.5 g/cc 0.33860 0.00110 -0.10780 0.33545 0.00115

감속재 도, 0.1 g/cc 0.15333 0.00074 -0.29310 0.15127 0.00076

감속재 도, 0.01 g/cc 0.08702 0.00032 -0.3594 0.08522 0.00027

감속재 도, 0.0001 g/cc 0.08435 0.00032 -0.3621 0.08188 0.00026

Table 3.2.2-16 Sensitivity results for water density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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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핫셀 운반용기 차폐 평가

    운반물  운반용기/차량에 한 국내 원자력법 기술기 에 제시된 선량률 제

한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운반용기의 방사성물질(Radiactive material)의 

에 한 기술기 은 국내 원자력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운반에 한 규정”을 참고로 하 다. 교육과학기술부령  고시집 규정에 의거

하여 B형 운반용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아울러 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반용기는 

방사성물질 취   운반시 안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3.2-14]

 ● 제119조(철도  도로운반에 한기 ) 제3항

  • 운반물 는 덧포장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10mSv. 다만, 다음 각목의 기 에 

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간당 2mSv로 한다.

   - 차량의 내부로 근이 방지된 폐형 차량일 것

   - 운반물 는 덧포장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될 것

   - 운반  재 는 하역이 없을 것  

  • 차량의 상하부 표면을 포함한 외부표면, 개방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 화물의 상부표면  차량의 외부표면 하부는 시간당 

2mSv

  • 차량의 외부측면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 과, 화물을 개방형 차

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

어진 지 에서는 0.1mSv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37호, 

  • 제22조(운반용기의 일반기 ) 제1항 14호

   - 운반이 가능한 최 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

은 시간당 2mSv를 과하지 아니하고 용운반의 경우에는 시간당 10mSv를 

과하지 아니할 것

  • 제26조(B형 운반용기의 기술기 ) 제6호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상사고조건에 한 입증시험을 거친후 외부표면으로

부터 1미터 지 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 mSv를 과하지 아니할 것

  (1) 방사선원 사양

      핫셀 운반용기의 방사선원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PWR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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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단 (rod-cut)이고, 둘째는 Pyro 공정에서 나오는 공정폐기물(process waste)

로 구분된다. 이들 내용물  일부 방사성물질이 핵종별 기 치 A1, A2 값보다 높은 

방사능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핫셀 운반용기는 B형 운반물로 분류된다. 핫셀 운반

용기에 장 되어 운반될 선원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사용후핵연료 단  : 20 kgU

 ○ 공정폐기물(process waste) :

    - 해제련 공정폐기물:  Ceramic(Salt-EW) waste 14kg 

    - 해환원 공정폐기물:  Ceramic(Salt-ER) waste 30kg 

    - Cs 공정폐기물: Cs+fly ash 6kg 

  사용후핵연료 단 과 해제련 폐기물(Salt-EW)에는 강한 감마선과 성자를 

방출하는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과 actinide 동 원소 핵종들로 구성되어있

다. 그리고 해환원(Salt-ER)과 Cs 폐기물에는 주로 감마선만 방출하는 핵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핵종에 한 방사선원의 종류와 방사능량  에 지 스펙트럼

을 기술하 다. 

  핵종별 방사능량은 방사선차폐에서 선원항으로 요하게 고려된다. 핫셀 운반용

기의 설계기  선원항의 첫번째는 사용후핵연료 단  20 kgU에 한 선원항으로

서 PWR 핵연료 기농축도 4.5%, 연소도 55,000 Mwd/tU 그리고 냉각기간 8년을 

기 으로 하여 OrigenArp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방사성 동 원소 핵종을 구하

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수백종의 핵분열생성물과 actinide heavy metal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감마선과 성자를 많이 방출하는 표 핵종만 선택하고 성자방출 

핵종과 감마선방출 표핵종으로 구분하여 방사능량을 Table 3.2.2-17에 총 으로 

정리하 다.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기  선원항의 두번째는 Pyro 공정폐기물에 한 선원항으

로서 PWR 핵연료 기농축도 4.5%, 연소도 55,000 Mwd/tU 그리고 냉각기간 10년

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Pyro공정폐기물을 기 으로  하여 방사성 동 원소 핵종

을 구하 다. 공정폐기물에는 부분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되어있지만 Salt-EW 폐기

물에서 actinide metal이 일부미량 포함되어 있다. 해제련(Salt-EW) 14kg 폐기물에 

한 방사성 핵종은 Table 3.2.2-18에 표시하 으며, 여기서 감마선과 성자를 많이 

방출하는 표 핵종만 선택하고 성자와 감마선방출 표핵종으로 구분하여 방사

능량을 정리하 다. Table 3.2.2-19에는 해정련(Salt-ER) 폐기물 30 kg에 한 감마

선을 방출하는 표핵종 방사능량을 표시하 으며, Cs 공정폐기물(Cs+ash fly) 6 kg

의 감마선방출 핵종에 한 방사능량은 Table 3.2.2-20에 기술하 다.

  핵분열생성물의 방사성동 원소 핵종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에 지를 총정리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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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용후핵연료 단  20 kgU에 한 감마선 에 지별로 스펙트럼은 Table 

3.2.2-21에 표시하 다. 공정폐기물 Salt-EW 14kg, Salt-ER 30kg 그리고 Cs+fly ash 

6kg에 한 감마선 에 지별 스펙트럼은 Table 3.2.2-22 ~ 3.2.2-24에 수록하 다. 사

용후핵연료 단  20 kgU에 한 성자 에 지스펙트럼은 Table 3.2.2-25에 정리

하 다. 이들 감마선  성자 에 지별  스펙트럼 자료는 방사선 차폐해석에서 

요한 선원항으로 입력된다.

구      분
Fuel rod-cuts 20kgU

핵종 방사능(Ci)
비  고

Neutron

source

U-237 2.37×10
-3

 TBq (0.064 Ci)

Np-238  4.81×10
-5

 TBq (0.0013 Ci)

Np-239 4.4×10-2 TBq (1.19 Ci)

Pu-238 5.19 TBq (140.3 Ci)

Pu-241 99.83 TBq (2,698.0 Ci)

Cm-242 9.29×10
-3

 TBq (0.251 Ci)

Cm-244 5.91 TBq (159.6 Ci)

Total 110.93 TBq (2,998.2 Ci)

Total neutron rate(n/s) 2.22 E+7 

Gamma

source

Kr-85 6.175 TBq (166.9 Ci)

Sr-90 74.37 TBq (2010 Ci)

Y-90 74.37 TBq (2010 Ci)

Ru-106 2.53 TBq (68.4 Ci)

Rh-106 2.53 TBq (68.4 Ci)

Cs-134 15.38 TBq (415.6 Ci)

Cs-137 109.22 TBq (2952 Ci)

Ba-137m 103.16 TBq (2788 Ci)

Ce-144 0.84 TBq (22.7 Ci)

Pr-144 0.84 TBq (22.7 Ci)

Pm-147 18.14 TBq (490.2 Ci)

Total 407.55 TBq (11,015 Ci)

Total photon rate(p/s) 2.20 E+14

Table 3.2.2-17 Representative radioactivity of spent fuel rodcut(20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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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eramic(salt-EW) 14kg

핵종 방사능(Ci)
비  고

TRU

Pu-238 4.63×10-2 TBq (1.25 Ci)

Pu-239 2.59×10-3 TBq (0.07 Ci)

Pu-240 4.4×10-3 TBq (0.12 Ci)

Pu-242 2.59×10-5 TBq (0.0007 Ci)

Am-241 1.81×10-2 TBq (0.49 Ci)

Cm-244 4.81×10-5 TBq (0.0013 Ci)

Cm-246 2.59×10-6 TBq (0.00007 Ci)

Total neutron rate(n/s) 1.82 E+5 

REFP

Ce-144 0.95 TBq (25.7 Ci)

Pr-144 0.95 TBq (25.7 Ci)

Pm-146 1.07×10-2 TBq (0.29 Ci)

Sm-151 3.03 TBq (82.0 Ci)

Eu-152 3.07×10-2 TBq (0.83 Ci)

Eu-154 31.4 TBq (848.7 Ci)

Eu-155 6.24 TBq (168.6 Ci)

AMFP
Cs-134 0.124 TBq (3.34 Ci)

Cs-137 1.66 TBq (44.8 Ci)

AEFP Ba-137m 73.26 TBq (1980.0 Ci)

Total 117.63 TBq (3179.1 Ci)

Total photon rate(p/s) 1.14 E+14

Table 3.2.2-18 Isotopic radioactivity of electro-winning process waste (salt-EW 14kg)

구      분
 Ceramic(salt-ER) 30kg

   핵종 방사능( Ci)
비  고

AMFP
Cs-134 0.729 TBq (19.7 Ci)

Cs-137 9.82 TBq (265.4 Ci)

AEFP

Ba-137m 435.88 TBq (11,780.6 Ci)

Sr-90 (313.04 TBq (8,460.6 Ci))
 No 

Gamma-ray

Total 446.43 TBq (12,065.7 Ci)

Total photon rate(p/s) 3.979 E+14

Table 3.2.2-19 Isotopic radioactivity of electro-reduction process waste

              (salt-ER 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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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s+fly ash 6kg

핵종 방사능( Ci)
비  고

Cs

Cs-134 58.65 TBq (1,585.1 Ci)

Cs-137 789.63 TBq (21,341.4 Ci)  

Total 848.28 TBq (22,926.5 Ci)

Total photon rate(p/s) 8.004 E+14

Table 3.2.2-20 Isotopic radioactivity of process waste (Cs+fly ash 6kg) 

Energy 

(MeV)

Photon enery spectrum 

(PWR SF rod-cut 20kgU)   

Photons/sec Frac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0.05

0.1

0.2

0.3

0.4

0.6

0.8

1.0

1.33

1.66

2.0

2.5

3.0

5.0

6.5

8.0  

10.0

5.485 E+13

1.509 E+13

1.144 E+13

3.321 E+12

2.149 E+12

1.635 E+13

1.049 E+14

8.174 E+12

3.294 E+12

6.014 E+11

1.151 E+10

1.096 E+10

5.733 E+9

7.825 E+5

3.141 E+5

6.161 E+4

1.308 E+4

0.2489

0.0685

0.0519

0.0151

0.0097

0.0742

0.4762

0.0371

0.0149

0.0027

5.5E-5

5.0E-5

2.6E-5

3.6E-9

1.4E-9

2.8E-10

5.9E-11  

Total  2.203 E+14 1.0

Table 3.2.2-21 Gamma energy spectrum of spent nuclear fuel (20 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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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eV)

Photon energy spectrum

(Ceramic Salt-EW waste 14kg)  

Photons/sec Frac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0

0.12

0.13

0.25

0.6

0.66

0.75

0.8

0.9

1.0  

1.28  

1.4

 

3.117 E+12

1.193 E+13

1.048 E+11

2.512 E+12

2.034 E+12

6.666 E+13

2.198 E+12

1.236 E+11

 3.768 E+12

 9.743 E+12   

1.161 E+13

 6.795 E+9

  

0.0274

0.1047

0.0009

0.0220

0.0178

0.5852

0.0193

0.0011

0.0331

0.0855

0.1019

5.9E-5

Total 1.139 E+14 1.0

Table 3.2.2-22 Gamma energy spectrum for electro-winning process waste 

(salt-EW) 



- 189 -

Energy 

(MeV)

Photon energy spectrum

(Ceramic Salt-ER waste 30kg)  

Photons/sec Fraction

1  

2

3

4

5

6

7

0.57

0.61

0.66

0.8

1.04  

1.17  

1.36

1.676 E+11

7.143 E+11

3.963 E+14

7.216 E+11

7.289 E+9

1.385 E+10

2.478 E+10

2.15E-4

9.17E-4

0.9978

9.26E-4

9.35E-6

1.77E-5

3.18E-5

Total 3.979 E+14 1.0

Table 3.2.2-23 Gamma energy spectrum for electro-reduction process waste 

(salt-ER) 

Energy 

(MeV)

      Photon energy spectrum

      (Cs+fly ash waste 6kg)  

   Photons/sec   Fraction

1  

2

3

4

5

6

7

0.57

0.61

0.66

0.8

1.04  

1.17  

1.36

1.349 E+13

5.747 E+13

6.709 E+14

5.805 E+13

5.863 E+10

1.114 E+10

1.993 E+11

0.0168

0.0718

0.8384

0.0725

7.33E-5

1.39E-4

2.49E-4

Total 8.002 E+14 1.0

Table 3.2.2-24 Gamma energy spectrum of process waste (Cs+fly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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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MeV)

Neutron energy spectrum 

(PWR SF rod-cut 20kgU)  

Neutron/sec Frac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E-6

1.1E-6

1.3E-6

1.8E-6

3.1E-6

1.0E-5

3.0E-5

1.0E-4

5.5E-4

3.0E-3

0.017

0.10

0.40

0.90

1.40

1.85  

3.00

6.43

20.0

2.352 E-3

1.664 E-3

2.324 E-3

7.216 E-3

2.458 E-2

2.174 E-1

1.100 E+0

6.952 E+0

9.886 E+1

1.256 E+3

1.697 E+4

2.370 E+5

1.608 E+6

3.508 E+6

3.506 E+6

2.802 E+6

5.232 E+6

4.754 E+6

4.520 E+5

1.06E-10

7.52E-11

1.05E-10

3.26E-10

1.11E-10

9.83E-9

4.97E-8

3.14E-7

4.47E-6

5.68E-5

7.67E-4

0.0107

0.0726

0.1586

0.1585

0.1267

0.2365

0.2149

0.0204

Total 2.212 E+7 1.0

Table 3.2.2-25 Neutron energy spectrum of spent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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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폐해석 모델링 

     핫셀 운반용기의 방사선차폐해석을 한 계산모델은 감마선과 성자를 동시

에 차폐할 수 있는 B형 운반용기에 한 차폐재료와 구조로서 구성하 다. 운반

용기는 내부에 핵연료 단 과 공정폐기물을 장 해야하는 구조로서 상 으로 직

경보다 높이가 약간 크기 때문에 선원모델을 신 하게 고려해야 한다. 차폐해석 모

델은 차폐계산 결과를 다소 보수 으로 산정하기 하여 설계단계에서 MCNP-5c 

코드에 사용할 해석모델을 사용하 다.

  MCNP-5c코드는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오랫동안 개발된 방사

선차폐, 핵임계 그리고 하 입자등을 계산할 수 있는 3차원 Monte Carlo 확률론  

범용 로그램이다. MCNP코드는 Monte Carlo N-Particle Code Sytem으로서 각종 

동 원소의 핵자료단면  library, continuous energy, generalized geometry, 

time-dependent, coupled netron-photon, electron-photon등의 op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운반용기의 차폐해석에서 감마선(photon)과 성자(Neutron) 

calculation에 주로 사용된다. 

  MCNP 코드에 용할 핫셀 운반용기의 3차원(r,z,θ) 기하학 구조의 해석모델은 

핵연료 단  해석모델은 Fig. 3.2.2-3에 제시하 으며, 여기서 선원항의 핵연요 은 

모두 45개로 하 고 감마선차폐체는 납(lead), 성자차폐체는 진혼합물(KResin) 

그리고 주요 구조재는 스테인 스강으로 구성하 다. 공정폐기물에 한 해석모델

은 Fig. 3.2.2-4에 표시하 으며, 폐기물 선원은 균질화된 체 선원으로 설정하 다. 

이들 해석모델은 방사선차폐해석을 수행하기 한 운반용기의 실제구조와 유사한 

계산모델로 하 으며, MCNP코드에서 나타난 해석모델은 Fig. 3.2.2-5와 Fig. 3.2.2-6

에 측면도와 단면도로 나타내었다. 차폐계산에서 용되고 있는 감마선에 지 선량

률 변환인자는 ICRP-74[3.2-15]에서 제시한값으로 Table 3.2.2-26에 표시하 으며, 

성자 선량률변환인자는 Table 3.2.2-27에 제시하 다.

  핫셀 운반용기의 감마선  성자 차폐체와 구조재에 한 재료조성비는 Table 

3.2.2-28에 나타내었다. 차폐계산에서 나오는 방사선량률은 정상운반조건에서는 차폐

체 표면(surface)과 표면에서 2 m 거리에 하여 계산결과를 산정하도록 하 다. 가

상사고조건에 한 모델링은 외부에 있는 성자차폐체가 모두 소실된다고 가정하

다. 가상사고조건에 하여서는 1 m 거리에서 선량률 값을 표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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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Energy (MeV)
Dose conversion 

factor(μSv/h/photon/cm
2
s)

0.01

 0.015

0.02

0.03

0.04

0.05

0.06

0.08

0.10

0.15

0.20

0.30

0.40

0.50

0.60

0.80

1.00

1.50

2.00

3.00

4.00

5.00

2.20E-4

2.99E-3

3.78E-3

2.92E-3

2.30E-3

1.98E-3

1.84E-3

1.91E-3

2.20E-3

3.20E-3

4.32E-3

6.48E-3

8.57E-3

1.05E-2

1.24E-2

1.58E-2

1.87E-2

2.48E-2

3.10E-2

4.00E-2

4.82E-2

5.58E-2

Table 3.2.2-26  Gamma dose conversion factor (ICR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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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Energy (MeV)
Dose conversion 

factor(μSv/h/neutron/cm
2
s)

 1.0E-5

 5.0E-5

 1.0E-4

 5.0E-4

 1.0E-3

 5.0E-3

0.01

0.05

0.10

0.20

0.30

0.50

0.70

0.90

1.00

1.2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

12.0

14.0

15.0

16.0

18.0

20.0

4.07E-2

3.56E-2

3.38E-2

2.99E-2

2.84E-2

2.88E-2

3.78E-2

1.48E-1

3.17E-1

6.12E-1

8.39E-1

1.16E+0

1.35E+0

1.44E+0

1.50E+0

1.53E+0

1.51E+0

1.48E+0

1.47E+0

1.46E+0

1.44E+0

1.46E+0

1.47E+0

1.51E+0

1.58E+0

1.73E+0

1.87E+0

1.94E+0

2.00E+0

2.05E+0

2.16E+0

Table 3.2.2-27 Neutron dose conversion factor (ICR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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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Material composition (weight fraction) 

Fuel 

rod-cut

Ceramic

waste

Gamma

shield

(Lead)

Neutron

shield

(KResin)

Structure 

material

(S.S-304)  

H     0.01 0.071

N 0.020

O 0.093 0.532 0.443       

C 0.067 0.260 

B   0.006       

Si 0.337

Al   0.034 0.2        

Cr 0.190

Mn   0.02

Fe 0.695

Ni 0.095

Zr 0.216

Pb   1.0

U 0.691

Total 1.0 1.0 1.0 1.0 1.0

Table 3.2.2-28 Shielding material composition of hot cell transport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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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840

Neutron Shield
(K-Resin)

Gamma Shield 
 (Lead)

Fuel (20 kg.U)

φ 380 140 60

6801,140

910

230

Z

R

120

60

140

60

Gamma Shield 
 (Lead)

10 12 8

Stainless 
steel

Fig. 3.2.2-3 Shielding analysis model of hot cell 

transport cask with fuel loading

              
φ 840

Neutron Shield
(K-resin)

Gamma Shield 
 (Lead)

Waste

φ 380
140 60

680

1,140

910

230

Z

R

120

60

140

60

Gamma Shield 
 (Lead)

10 12 8

Stainless 
steel

Fig. 3.2.2-4 Shielding analysis model of hot cell cask 

with process waste loading

             



- 196 -

Fig. 3.2.2-5 Vertical cut-view of MCNP model 

for transport cask

Fig. 3.2.2-6 Horizontal cut-view of MCNP model 

for transport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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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선 차폐평가

    (가) 정상운반조건

   사용후핵연료 단 과 공정폐기물의 선원항 그리고 3D 해석모델을 용

하여 MCNP-5c 코드로서 감마선과 성자에 한 차폐계산을 하 다. 정상운반조건

에서 핫셀 운반용기에 한  방사선차폐 해석은 법규에 규정된 선량률 기 치를 비

교하면서 방사선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하 다. 차폐해석은 계산의 신뢰성 

 안 성을 입증하기 하여 여러번 반복하여 계산하 다. 차폐해석에 한 기술

기   규정은 운반용기의 방사선종사자의 선량율 기 에 부합되도록 계산하 다. 

선량율 측정지 (dose detector point)은 운반용기 차폐체의 측면, 상부  바닥 표

면과 표면에서 2 m 거리에서 방사선 선량률(dose rate)로 나타내어 비교하 다.

핫셀 운반용기의 다  차폐체에 한 MCNP코드의 계산은 계산결과의 정확성

과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여러번 반복하여 수행하 다. 계산시간은 photon 

calculation option에서 PC로 최  t=60 hour이 걸렸고, 계산결과의 relative error는 

표면에서 최  0.02(2%)에서 최  0.06(7%)로 나타났고, 2 m 거리에서는 최  

0.06(6%) 최  0.3(30%)로 나타났다. MCNP-5c코드의 입력자료는 첨부자료에 수록하

다. Ceramic Salt-EW, Salt-ER 그리고 Cs+fly ash 세종류의 공정폐기물 선원항에 

한 비차폐계산을 수행한 결과 해제련 Salt-EW 폐기물에 한 선량률값이 다

른 2종류의 폐기물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해환원(Salt-ER) 공정폐

기물의 방사능 물질 에 Cs-137과 Ba137m 핵종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에 지는 99%

이상이 0.662 MeV이다. 그러나 해제련(Salt-EW) 공정폐기물의 방사능 물질 에 

Eu-152와 Eu-154 핵종은 0.7 MeV에서 1.28 MeV의 고에 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Eu-154는 방사능량이 31.4 TBq (848.7 Ci)로 높으면서 1.0 MeV와 1.28 

MeV 에 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강도도 높은 편이다. 핫셀 운반용기와 같이 납

(Lead) 두께가 140 mm로 다소 두꺼운 차폐체에서는 감마선의 에 지가 0.66 MeV

에서 부분의 감마선은 차폐되지만 1.0 MeV이상 고에 지 감마선은 일부분이 투

과하여 차폐체 표면에서 기 치이하이지만 다소 높은 선량률로 나타나게 된다. 따

라서 고에 지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이 있는 해제련(Salt-EW) 공정폐기물이 

에 지를 방출하는 해환원(Salt-ER) 공정폐기물  Cs공정폐기물 보다 방사선량률

이 수십배 크게 평가된다. 따라서, 공정폐기물에 한 차폐해석은 Salt-EW만 고려하

다. 

정상운반조건에서 계산된 운반용기 각부 에서 선량률 결과치는 핵연료  선

원항과 공정폐기물(Salt-EW) 선원항에 하여 각각 Table 3.2.2-29 그리고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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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0에 나타내었다. 핵연료 선원항을 사용한 운반용기의 차폐체의 측면 표면에서 

최  0.569 mSv/hr( 56.9 mrem/hr) 그리고 2 m 거리에서 0.018 mSv/hr( 1.8 

mrem/hr)으로 계산되었다. 상부두껑 표면(Top lid)에서 0.947 mSv/hr 이고 2 m 거

리에서 0.052 mSv/hr 그리고 바닥(Bottom)표면에서는 0.944 mSv/hr 이고 2m 거리

에서 0.018 mSv/hr 나타났다. 공정폐기물 선원항(Salt-EW)을 사용한 운반용기의 차

폐체의 측면 표면에서 최  0.202 mSv/hr( 20.2 mrem/hr) 그리고 2 m 거리에서 

0.006 mSv/hr 으로 계산되었다. 상부두껑 표면(Top lid)에서 0.428 mSv/hr 이고 2 

m 거리에서 0.011 mSv/hr 그리고 바닥(Bottom)표면에서는 0.242 mSv/hr 이고 2 

m 거리에서 0.007 mSv/hr으로 나타났다. 

핫셀 운반용기의 차폐해석결과 선량률값은 정상조건 운반규정에서 제시된 허

용치 표면 선량율 2.0 mSv/hr 그리고 2 m 거리에서 0.1 mSv/hr 허용치 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핫셀 운반용기에 한 차폐해석 결과 정상운반조건

에서 차폐성능이 충분히 보장되며 B-type 운반용기의 방사선안 성이 충분히 입증

됨을 알 수 있다.

Detector Tally

location

Dose rate (mSv/hr) (Fuel rod-cuts 20 kgU)

            Surface     2 m distance

Gamma Neutron Total Gamma Neutron Total

Side (Max.)   0.298   0.271   0.569   0.011   0.007  0.018

Top (Max.)   0.600   0.347   0.947   0.043  0.009  0.052

Bottom (Max.)   0.331   0.613   0.944   0.009  0.009  0.018

Allowable limit 2.0 0.1

Table 3.2.2-29 Dose rate of transport cask with fuel source on norm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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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Tally

location

Dose rate (mSv/hr)

(Ceramic waste Salt-EW 14kg)

Surface 2 m distance

Side center (Max.) 0.202 0.006 

Top    (Max.) 0.428 0.011  

Bottom (Max.) 0.242 0.007

* Allowable limit 2.0 0.1

Table 3.2.2-30 Dose rate of transport cask with waste source on normal 

condition 

    (나) 가상사고조건

   핫셀 운반용기에 한 가상사고조건에 하여 방사선차폐 해석을 수행하

다. 차폐해석에 한 기술기   규정은 운반용기의 방사선종사자의 선량율 기

에 부합되도록 계산하 다. 가상사고조건에 한 선량율 측정지 (dose detector 

point)은 운반용기 차폐체의 측면, 상부  바닥표면에서 1 m 거리에서 방사선 선

량률(dose rate)로 나타내어 비교하 다.

핵연료  선원항에 한 운반용기 표면 1 m 거리에서 계산된 선량률값은 

Table 3.2.2-31에 나타내었으며, 공정폐기물(Salt-EW) 선원항에 한 사고조건 선량

률은 Table 3.2.2-32에 나타내었다. 핵연료  선원 선량률은 운반용기의 차폐체의 측

면 1 m 거리에서 최  0.163 mSv/hr으로 계산되었다. 상부두껑(Top lid)의 1 m거

리에서 0.232  mSv/h이고 바닥(Bottom) 1 m 거리에서는 0.208 mSv/hr으로 나타났

다. 가상사고조건에서의 공정폐기물(Salt-EW)에 한 선량률은 측면, 두껑 그리고 

바닥표면 1 m거리에서 0.031, 0.060 그리고 0.026 mSv/hr로 체 으로 0.06 

mSv/hr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해제련(Salt-EW) 공정폐기물에 한 차폐평가에서 회수되지않은 TRU가 포

함된 선원항을 고려하여 차폐계산을 수행하 으며, 미량의 TRU가 포함된 결과 

성자가 약간 발생하는 것으로 Table 3.2.2-18에 나타났다. 성자에 의한 방사선량률

은 Table 3.2.2-32에 함께 제시하 다.

계산된 선량율 결과는 가상사고 운반규정에서 제시된  1m 거리에서  허용치 

10 mSv/hr 허용치 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핫셀 운반용기에 한 

차폐해석 결과 가상사고조건에서 차폐성능이 충분히 보장되며 B-type 운반용기의 

방사선 안 성이 충분히 입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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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Tally

location

Accident dose rate (mSv/hr)

( Fuel rod-cut 20 kgU)

1 m distance

Side center (Max.) 0.162

Top    (Max.) 0.232

Bottom (Max.) 0.208

* Allowable limit 10.0

Table 3.2.2-31 Dose rate of transport cask with fuel source on accident 

condition 

   Detector Tally

   location

   Accident dose rate (mSv/hr)

  (Ceramic waste Salt-EW 14kg)

            1 m distance

   Gamma    Neutron     Total

   Side center (Max.)     0.03    0.0006     0.0306

   Top    (Max.)     0.06    0.0003      0.0603

   Bottom (Max.)     0.026    0.0004     0.0264

  * Allowable limit 10.0

Table 3.2.2-32 Dose rate of transport cask with waste source on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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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핫셀 운반용기 격납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37호, IAEA Safety Standard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TS-R-1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Part 

71에서는 정상운반  가상사고조건에 한 격납 련요건에 한 기술기 을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ⅰ) 정상운반조건에 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시간당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과하지 아니할 것

ⅱ) 가상사고조건에 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

물의 축 량이 Kr-85에 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하여 

A2 값을 과하지 아니할 것

  핫셀 운반용기의 정상운반조건  가상사고조건에 한 격납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앞의 “(라) 폐”에서 규정하고 있는 O-ring의 사용으로 운반 동안 이들 법

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격납 요구사항들에 해 만족할 수 있다.

구    분 허용 설률 기 공기 설률 기 헬륨 설률

정상운반조건 2.08×10
-5

 ㎤/s 5.23×10
-5
㎤/s 6.67×10

-5
 ㎤/s

가상사고조건 3.71×10-3 ㎤/s 6.37×10-3 ㎤/s 6.68×10-3 ㎤/s

  (1) 격납경계 (Containment Boundary)

핫셀 운반용기의 격납경계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에 의해 정의된다.

ⅰ) Canister 뚜껑(Closure Lid), 오링(O-ring)

ⅱ) 용 된 실린더형 용기본체  뚜껑(Closure Lid), 오링(O-ring) 

ⅲ) 바닥면 뚜껑(Closure Lid), 오링(O-ring)

   핫셀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핫셀용기를 운반하는 동안 운반용기로부터 방사성물

질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부 는 다음과 같다.

ⅰ) Canister 뚜껑의 오링(O-ring)을 통해

ⅱ) 용기본체 뚜껑의 오링(O-ring)을 통해

ⅲ) 바닥면 뚜껑의 오링(O-ring)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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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용기의 격납은 모든 운반에 앞서 설시험에 의해 입증되며, 압력강하시험

(Pressure Drop Test)방법을 사용하여 운반용기 뚜껑  뚜껑 부 의 설을 입

증할 수 있다.

    (가) 격납용기(Containment Vessel)

  핫셀 운반용기의 격납용기는 용 된 실린더형 용기본체, 용 된 바닥면, 용

기본체 뚜껑  바닥면 뚜껑으로 구성된다. 격납용기의 구성요소들은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질로 제작된다 [3.2-16].

ⅰ) 용기본체  바닥 : 스테인리스강(SA-182 Grade F304)

ⅱ) 용기뚜껑 : 스테인리스강(SA-182 Grade F304)

ⅲ) 뚜껑 : 스테인리스강(SA-182 Grade F304)

  격납용기는 정상운반  가상사고조건 하에서 구성요소들 간의 화학 , 기

(Galvanic) 는 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제작된다.

 

   (나) 격납 부 통(Containment Penetration)

  핫셀 운반용기의 주요한 격납경계는 5.2항에서 설명하 다. 격납용기의 주

요한 통은 용기뚜껑  뚜껑이며, 운반용기의 내부 공간(Cavity)으로부터의 

설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IAEA Safety Standard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Part 71

에서 정상운반  가상사고조건에 해 규정하고 있는 제한치를 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과 용 (Seals and Welds)

       ⓛ (Seals)

   핫셀 운반용기 뚜껑의 오링과 뚜껑의 오링(O-ring)은 운반용기의 격

납을 유지하기 한 이다. 운반용기는 제작 후, 매년에 한 번  매 운반에 앞

서 기체 압력 상승(Gas Pressure Rise), 기체 압력 강하(Gas Pressure Drop) 는 

Evacuated Envelope Gas 방법으로 설시험이 수행된다.

ⅰ) 격납 제작입증

운반용기 제작이 완료된 후 격납 입증시험은 수행된다. 이 설시험에서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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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운반용기의 설률이 공기 기  설률(Reference air leakage rate) 인 

5.23×10
-5

 ref․㎤/sec 는 헬륨 기  설률(Reference helium leakage rate) 

인 6.67×10
-5

 ref․㎤/sec을 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ⅱ) 격납 연간입증

핫셀 운반용기 격납시스템의 격납경계   구성요소들에 한 격납 입

증시험은 격납 제작입증시험과 동일한 승인기 에 따라 수행된다. 격납경계 

구성요소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오링(O-ring)을 사용할 경우 설률이 격납 

제작입증시험에서 설립된 허용 설률에 만족하는지 입증한다.

       ② 용 (Welds)

    실린더형 용기본체  하부는 원주 용 으로 결합한다. 격납용기는 구

조  건 성을 확보하기 하여 완  용입 용 을 수행하며, 용  완료 이후 비

괴 검사를 수행하며, 결함부  발생 시에는 승인된 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라) 폐(Closures)

  핫셀 운반용기의 폐는 운반용기 뚜껑, 뚜껑 볼트, 뚜껑 트  내

부 오링(O-ring)으로 이루어진다.

  운반용기 본체에 뚜껑을 얹히고 상부에 볼트로 체결한다. 뚜껑 볼트를 설

치하기 한 비트는 힘(Torque) 값은 제 3장에 정의한 값과 같다. 운반용기 본체와 

뚜껑의 바닥면은 오링(O-ring)에 의해 된다.

  오링(O-ring)은 고무계열(elastomer)의 루오르화 탄소 고무(Fluorocarbon 

rubber) 재질이며 Parker사의 FKM V1289-75 는 이와 동등한 재질로 제작된다. 루오

르화 탄소 고무(Fluorocarbon rubber) 계열의 Parker FKM V1289-75 O-ring의 사용온

도범 는 -45 ℃ ~ 204 ℃이며, 루오르화 탄소 고무(Fluorocarbon rubber) 재질은 단

기간 동안  250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다[3.2-17]. 이 온도는 열해석결과에서 나타난 정

상운반조건  가상사고조건에서의 온도범  이내이다. 따라서, 이 오링(O-ring)은 정

상운반조건뿐만 아니라 가상사고조건 하에서 격납 건 성을 제공할 수 있다.

  (2) 정상운반조건에서의 격납

핫셀 운반용기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IAEA Safe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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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Part 71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상운반조건 하에서 방사능 방출률

(Radioactivity release rate)이 10
-6
․A2/hour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공

기 기  설률(Reference air leakage rate) 인 5.23×10
-5

 ref․㎤/sec 는 헬륨 기

 설률(Reference helium leakage rate) 인 6.67×10
-5

 ref․㎤/sec 이하로 유지함

으로써 만족된다.

  핫셀 운반용기에 한 구조평가  열 평가는 각각 라.항  마.항에서 제공된다. 이

들 평가결과들 한 운반용기의 격납이 정상운반조건 동안 유지됨을 설명한다.

   

 (가) 방사능물질의 격납(Containment of Radioactive Material)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IAEA Safety Standard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Part 7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운반조건 하에서 방사능물질의 방출 제한치는 10-6․

A2/hour 이하이다. 혼합기체에 한 A2 값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제8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에 의해 결정되며, 각 방사능 핵종에 한 A2 값

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의 별표 1로부터 획득된다.

  미국규격인 ANSI N14.5[3.2-18]와 국제규격인 ISO 12807[3.2-19]에서는 격납 평가

에 한 차를 기술하고 있다. 격납평가를 수행하기 해서는 volatile, gas  fine

에 한 fraction을 알아야한다. NUREG/CR 6487[3.2-20]에서는 허용 설률을 평가

하기 한 방사성 핵종의 분류  방사성 핵종의 분류에 따라 cavity로 방출되는 분

량에 해서 fine의 경우 fraction을 15 %로 규정하고 있고, volatile에 해서는 사

용후핵연료의 경우 2×10-4로 규정하고 있으며, gas의 경우 3×10-1로 규정하고 있다. 

핫셀 운반용기의 격납평가는 이 기 을 용하 다.

  핫셀 운반용기에 재되어 운반되는 운반물로는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이

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세라믹 폐기물(REFP, AMFP)과 Cs+fly ash 등의 공정물질이 

있다. 이들 운반물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은 사용후핵연료 20 kg을 기 으로 최  

붕괴열이 32 W이고, Cs + fly ash 4 kg을 기 으로 발생하는 붕괴열은 32 W이며, 

REFP Ceramic waste 14 kg을 기 으로 발생하는 붕괴열은 92 W이다. 따라서, 압

력  온도는 붕괴열이 가장 큰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용하여 계산된 온

도  압력을 격납경계 설계기 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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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속성 설계 값

정상조건(Normal)
내부설계압력 1.29 atm

내부설계온도 110 ℃

Table 3.2.2-33 Design basis of containment boundary for normal 

condition

    (나) 허용 설률 (Allowable Leak Rates)

  격납 평가를 수행하기 한 방사능량은 ORIGEN-2 산코드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으며, 

 - 사용후핵연료 20 kg에서 발생하는 29개의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

은 4.77×102 TBq(1.29×104 Ci)로 평가되었고,

 - Cs + fly ash 4 kg에서 발생하는 3개의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9.29 TBq(2.51×102 Ci)로 평가되었으며,

 - REFP ceramic waste 14 kg에서 발생하는 13개의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3.67×104 TBq(9.91×105 Ci)로 평가되었다.

  허용 방출률을 계산하기 해서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분량을 

용하여 방출 제한치인 A2 값을 구해야 하며, 방사성 동 원소 핵종의 방출 제한

치인 A2 value가 동일한 동 원소는 가장 큰 값을 갖는 방사성 동 원소를 표로 

취하여 합산 후 처리하 다.

  정상조건에 한 방사성 동 원소 핵종의 방출 제한치인 등가 A2eq 값은 아래 식

(1)에 의해

 


   ................ (1)

 - 사용후핵연료 20 kg에서 발생되는 핵종의 방출 제한치는 2.8 TBq(7.58×101 Ci)로 

계산되었으며,

 - Cs + fly ash 4 kg에서의 핵종의 방출 제한치는 0.89 TBq(2.4×101 Ci)로 평가되

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에서의 핵종의 방출 제한치는 0.33 TBq(8.98 Ci)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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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의 허용 방출률(RN)은 식 (2)에 의해

   × 
  ×


  ........... (2)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 허용 방출률은 7.81×10-11 T㏃

(2.11×10-8 Ci/s) 로 계산되었으며,

 - Cs + fly ash 4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 허용 방출률은 2.5×10-10 T㏃

(6.76×10-9 Ci)로 평가되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 허용 방출률은 9.21×10-11 T

㏃(2.49×10-9 Ci)로 평가되었다.

  허용 설률은 단  시간당 격납 경계로부터 설되는 유체의 허용 체 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로부터 결정된다. 

  핫셀 운반용기의 격납 경계는 방사성물질을 재하고 있는 두께 5 mm, 외경 278 

mm, 길이 610 mm의 제원을 가지고 있는 캐니스터이다. 사용후핵연료 20 kg, 

REFP ceramic waste 14 kg 는 Cs + fly ash 4 k을 장할 때 캐니스터의 자유체

(V)은 25,350 cm3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CN)은 식 (3)로부터

CN =
RITN
VN

TBq/㎥  ...................................... (3)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할 때 방사능 농도는 9.48×10-4 Ci/cm3로 계산되었으

며,

 - Cs + fly ash 4 kg을 운반할 때 방사능 농도는 8.92×10-9 Ci/cm3로 계산되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운반할 때  방사능 농도는 1.20×10-4 Ci/cm3로 계산

되었다.

  정상조건에서의 허용 설률(LN)은 식 (4)로부터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으며, 허용 

설률을 결정하기 해 계산된 입력자료  계산결과는 각각 Table 3.2.2-34 ~  

3.2.2-36과 같다.

LN =
RN
CN

 ........................................................ (4)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할 때 허용 설률은 2.22×10
-5

 ㎤/sec로 계산되었으

며,

 - Cs + fly ash 4 kg을 운반할 때 허용 설률은 7.58×10
-1

 ㎤/sec로 계산되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운반할 때  허용 설률은 2.08×10
-5

 ㎤/sec로 계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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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34 Allowable leakage rate for 20 kg SF under norm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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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35 Allowable leakage rate for 4 kg Cs + fly ash under normal 

condition

Table 3.2.2-36 Allowable leakage rate for 14 kg ceramic waste under norm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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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기/헬륨 기  설률(Reference air/helium leakage rate)

  단 체 당 허용 설률(LN)은 운반용기의 압력  온도로부터 독립 이

다. 따라서, 설시험을 수행하기 해서는 허용 설률은 기체의 온도, 압력  

설 통로에 의존하는 공기 기  설률(Reference air leakage rate) 는 헬륨 기  

설률(Reference helium leak rate)로 변환되어야 한다. 핫셀 운반용기의 설시험

의 매체로는 공기 는 헬륨을 사용하여 설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따라서 공기 

기  설률  헬륨 기  설률을 산출하 다.

  공기 는 헬륨 설에서의 유체흐름은 상류 조건이므로 공기 기  설률(LAir) 

 헬륨 기  설률(LHe)은 식 (5)에 의해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할 때 공기 기  설률은 5.56×10
-5

 ref․㎤/sec, 헬

륨 기  설률은 7.07×10
-5

 ref․㎤/sec로 평가되었으며,

 - Cs + fly ash 4 kg을 운반할 때 공기 기  설률은 1.76×10
0
 ref․㎤/sec, 헬륨 

기  설률은 1.7×10
0
 ref․㎤/sec로 평가되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운반할 때  공기 기  설률은 5.23×10
-5

 ref․㎤

/sec, 헬륨 기  설률은 6.67×10
-5

 ref․㎤/sec로 평가되었다.

          ㎤  .................. (5)

  ×
 × ㎤․  .......................... (6)

  ×
 ×  ㎤․  .......... (7)

여기서, Fc 
Fm

Pu

Pd

Pa

a 
D
μ 

M
T 

: 연속유동계수 (coefficient of continuum flow)
: 자유분자유동계수 (coefficient of free molecular flow)
: 유체 상류압력 (fluid up-stream pressure)
: 유체 하류압력 (fluid down-stream pressure)
: 평균압력 (average stream pressure)
: 오링 직경 (leakage hole length)
: 설 구멍직경 (leakage hole diameter)
: 유체 성계수 (fluid viscosity)
: 분자량 (molecular weight)
: 유체 온도 (fluid absolute temperature)

  허용 설률과 동일한 설률을 나타내게 하는 설 구멍직경은 반복과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설 구멍직경 D는 임의의   값을 가정한 후, 수식(6)  (7)에 입하여 각 

유동계수를 구한 후 이들 유동계수를 수식(4)에 입하면 계산할 수 있다. 가정된 D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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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설률이 허용 설률과 같아질 때까지   값을 변경하면서 입하여 계산한다. 정

상운반조건에서 설 구멍직경을 결정하기 해 계산된 입력자료  계산결과는  Table 

3.2.2-37 ~ Table 3.2.2-39와 같다.

Table 3.2.2-37 D value for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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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38 D value for Cs+fly ash

Table 3.2.2-39 D value for ceramic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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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상사고조건에서의 격납

 핫셀 운반용기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IAEA Safety Standard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Part 71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상사고조건 하에서 방사능 방출률

(Radioactivity release rate)이 A2/week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공기 기

 설률(Reference air leakage rate) 인 6.37×10
-3

 ref․㎤/sec 는 헬륨 기  

설률(Reference helium leakage rate) 인 6.68×10
-3

 ref․㎤/sec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만족된다. 

    (가) 방사능물질의 격납(Containment of Radioactive Material)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IAEA Safety Standard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Part 71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사고조건 하에서 방사능물질의 방출 제한치는 A2/week 이

하이다. 혼합기체에 한 A2 값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제8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에 의해 결정되며, 각 방사능 핵종에 한 A2 값은 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2009-37호의 별표 1로부터 획득된다.

  핫셀 운반용기에 재되어 운반되는 운반물로는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이

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REFP ceramic waste  Cs+fly ash 등의 공정물질이 있다. 

이들 운반물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은 사용후핵연료 20 kg을 기 으로 최  붕괴열

이 32 W이고, Cs + fly ash 4 kg을 기 으로 발생하는 붕괴열은 32 W이며, REFP 

Ceramic waste 14 kg을 기 으로 발생하는 붕괴열은 92 W이다. 따라서, 압력  

온도는 붕괴열이 가장 큰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용하여 계산된 온도  

압력을 기 으로 Table 3.2.2-40과 같이 격납경계 설계기 으로 설정하 으며, 방사

성 핵종의 fraction은 drum으로부터 모두 방출된다고 가정하 다.

설계 속성 설계 값

사고조건(Accident)
내부설계압력 1.46 atm

내부설계온도 160 ℃

Table 3.2.2-40 Design basis of containment boundary for accident condition

    (나) 허용 설률 계산(Calculation of Allowable Leak Rates)

  격납 평가를 수행하기 한 방사능량은 ORIGEN-2 산코드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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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수행하 으며, 

 - 사용후핵연료 20 kg에서 발생하는 29개의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

은 4.77×10
2
 TBq(1.29×10

4
 Ci)로 평가되었고,

 - Cs + fly ash 4 kg에서 발생하는 3개의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9.29 TBq(2.51×10
2
 Ci)로 평가되었으며,

 - REFP ceramic waste 14 kg에서 발생하는 13개의 방사성 동 원소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3.67×10
4
 TBq(9.91×10

5
 Ci)로 평가되었다.

  사고조건에 한 방사성 동 원소 핵종의 방출 제한치인 등가 A2eq 값은 아래 식

(1)에 의해

 - 사용후핵연료 20 kg에서 발생되는 핵종의 방출 제한치는 2.8 TBq(7.58×10
1
 Ci)로 

계산되었으며,

 - Cs + fly ash 4 kg에서의 핵종의 방출 제한치는 0.89 TBq(2.4×10
1
 Ci)로 평가되

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에서의 핵종의 방출 제한치는 0.33 TBq(8.98 Ci)로 평

가되었다.

  방사능의 허용 방출률(RA)은 식 (8)로부터

   ×××


  ........... (8)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 허용 방출률은 4.62×10-6 T㏃

(1.25×10-4 Ci/s) 로 계산되었으며,

 - Cs + fly ash 4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 허용 방출률은 1.49×10-6 T㏃

(4.02×10-5 Ci)로 평가되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 허용 방출률은 5.48×10-7 T

㏃(1.48×10-5 Ci)로 평가되었다.

  단 체  당 방사능 농도(CA)은 식 (3)으로부터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할 때 방사능 농도는 1.90×10-3 Ci/cm3로 계산되었으

며,

 - Cs + fly ash 4 kg을 운반할 때 방사능 농도는 2.97×10-7 Ci/cm3로 계산되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운반할 때  방사능 농도는 4.00×10-3 Ci/cm3로 계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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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조건에서의 허용 설률(LA)은 식 (4)로부터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으며, 허용 

설률을 결정하기 해 계산된 입력자료  계산결과는 각각 Table 3.2.2-41 ~  

Table 3.2.2-43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할 때 허용 설률은 6.61×10
-2

 ㎤/sec로 계산되었으

며,

 - Cs + fly ash 4 kg을 운반할 때 허용 설률은 1.35×10
2
 ㎤/sec로 계산되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운반할 때  허용 설률은 3.71×10
-3

 ㎤/sec로 계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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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41 Allowable leakage rate 20 kg spent fuel for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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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42 Allowable leakage rate for 4 kg Cs + fly ash under accident 

condition

Table 3.2.2-43 Allowable leakage rate for 14 kg ceramic waste under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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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기/헬륨 기  설률(Reference air/helium  leakage rate)

  단 체 당 허용 설률(LA)은 운반용기의 압력  온도로부터 독립 이

다. 따라서, 설시험을 수행하기 해 허용 설률을 정상운반조건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체의 온도, 압력  설 통로에 의존하는 공기 기  설률

(Reference air leakage rate)  헬륨 기  설률(Reference helium leak rate)로 변

환하 다. 

  공기 는 헬륨 설에서의 유체흐름은 상류 조건이므로 공기 기  설률(LAir) 

 헬륨 기  설률(LHe)은 식 (5)에 의해 

 - 사용후핵연료 20 kg을 운반할 때 공기 기  설률은 1.12×10
-1

 ref․㎤/sec, 헬

륨 기  설률은 1.11×10
-1

 ref․㎤/sec로 평가되었으며,

 - Cs + fly ash 4 kg을 운반할 때 공기 기  설률은 2.26×10
2
 ref․㎤/sec, 헬륨 

기  설률은 2.13×10
2
 ref․㎤/sec로 평가되었고,

 - REFP ceramic waste 14 kg을 운반할 때  공기 기  설률은 6.37×10
-3

 ref․㎤

/sec, 헬륨 기  설률은 6.68×10
-3

 ref․㎤/sec로 평가되었다.

  가상사고조건에서 설 구멍직경을 결정하기 해 계산된 입력자료  계산결과

는 Table 3.2.2-44 ~ Table 3.2.2-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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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44 D value for spent fuel

 

Table 3.2.2-45 D value for Cs+fly ash



- 219 -

Table 3.2.2-46 D value for ceramic waste

라. 핫셀 운반용기 열 평가

핫셀 운반용기는 국내․외 운반용기 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운반조

건  운반사고조건에서 안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정상운반조건에서는 운반용

기 내부의 사용후핵연료 는 공정폐기물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decay heat)을 외

부로 하게 방출시켜야 하며, 운반사고조건인 800 ℃ 화재조건에서는 외부 화염

으로부터 유입되는 열을 히 차단하여 설계압력 유지  재, 차폐재 등 주

요 부품의 허용온도를 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열  특성

   

    (가) 재질의 열  물성치 

핫셀 운반용기는 감마선 차폐체로 납을, 성자 차폐체로 K-resin을, 구조재로

는 SA-240 Type-304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충격완충체의 이스도 SA-240 

Type-304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고 내부에 완충재로 발사우드를 사용한다. 핫셀 

운반용기의 주요 열 달 모드는 도와 복사이며, 열해석을 한 재질의 물성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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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도도, 비열, 도 등이 용된다. Table 3.2.2-47 ~ Table 3.2.2-52에는 재질의 열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Temperature 

(℃)

Thermal properties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

Density

(㎏/㎥)

20 14.8 481

7800

125 16.6 516

225 18.3 539

350 20.1 557

450 21.5 568

575 23.3 581

675 24.7 591

750 25.7 598

Table 3.2.2-47 Thermal properties of SA-240 type-304 [3.2-21]

Temperature 

(℃)

Thermal properties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

Density

(㎏/㎥)

20 34.6

126 11,376

98 33.9

204 31.7

310 25.1

332 20.9

Table 3.2.2-48 Thermal properties of lead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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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Thermal properties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

Density

(㎏/㎥)

26 1.01 1,500

1,615

76 (1.02) 1,782

100 1.03 (1,910)

126 (1.05) 2,049

150 1.07 (2,168)

163 (1.08) 2,233

Table 3.2.2-49 Thermal properties of k-resin 

*( )value was calculated by the interpolation

Thermal conductivity (W/m-K) 0.05

Specific heat (J/㎏-K) 2300

Density (㎏/㎥) 130

Table 3.2.2-50 Thermal properties of balsa wood [3.2-23]

Thermal conductivity (W/m-K) 1.6

Specific heat (J/㎏-K) 670

Density (㎏/㎥) 2300

Table 3.2.2-51 Thermal properties of ceramic waste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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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g-K)

Density

(㎏/㎥)

Viscosity

(kg/m-s)

20 0.0251 1007 1.204 1.825E-5

100 0.0310 1009 0.946 2.181E-5

200 0.0378 1023 0.746 2.577E-5

300 0.0442 1044 0.616 2.934E-5

400 0.0502 1069 0.524 3.261E-5

500 0.0557 1093 0.457 3.563E-5

Table 3.2.2-52 Thermal properties of air [3.2-25]

    (나) 류  복사열 달계수  

운반용기에서의 열 달은 도, 류  복사 등 3가지 열 달 모드로 이루어

지며, 류  복사열 달계수의 선정이 매우 요하다. 핫셀 운반용기는 수직상태

로 운반되며, 1기압 상온에서 수직원통 외부표면에서의 기에 의한 자연 류 열

달계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3.2-26].

   - 층류 역 : hnc△TL

   - 난류 역 : hnc△T

여기서, hnc :

L :

ΔT :

Natural heat transfer coefficient (W/㎡-K)

Cask length (m)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cask surface and ambient (K)

  와 같은 계식을 사용하여 정상운반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 표면에서의 류

열 달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 고온조건 (난류 역) : hncWmK
   - 온조건 (난류역역) : hncWmK
  화재사고조건에서 화염의 유속은 일반 으로 5 ~ 10 m/s이며, 800 ℃ 화재기간 

동안 화염의 유속으로 인한 류열 달계수는 10 W/㎡-K로 용하 다[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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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셀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 복사열 달이 일어나며, 복사열 달은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qATsTa

여기서, q :

A :

σ :

ε :

Ts :

Ta :

 Heat flow (W)

 Heat transfer area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x10-8 W/㎡ K4)

 Emissivity of surface material

 Surface temperature  (K)

 Ambient temperature (K)

  이와 같은 복사열 달은 주로 고온에서 크게 일어나며, 같은 온도에서는 재료의 

방사율(emissivity)에 향을 받는다. 운반용기의 모든 표면은 스테인리스강으로 구

성되며, 스테인리스강의 방사율은 0.36으로 용하 다. 용기 표면에서의 일사량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에서 규정하는 값을 용하 으며, 12시간동안 수평면에서는 

800 W/㎡, 곡면에서는 400 W/㎡을 고려하 다. 한, 화재사고조건에서는 표면방

사율(ε)을 0.9로 외부화염으로부터의 흡수율(α)을 0.8로 용하 으며, 용기표면의 유

효방사율(effective emissivity)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ε
eff

 =   


 = 0.735

    (2) 부품의 기술사양

 핫셀 운반용기는 감마선 차폐체로 납을, 성자 차폐체로 K-Resin을, 구조재로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며, Table 3.2.2-53은 각 구성품에 한 안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감마선 차폐체의 용융온도는 납의 용융온도인 327 ℃로 설정하 다. 성자 

차폐체인 K-Resin의 정상운 조건 허용온도는 K-resin의 분해온도를 기 으로 148 

℃로 설정하 다. 

핫셀 운반용기의 회  개폐형 뚜껑  상하 개폐형 뚜껑은 운반용기 본체와 마

찰  형태로 체결  결속되므로 격납 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운반용기와 

뚜껑이 체결된 상태에서 운반용기 본체 랜지에  덮개를 체결하여 격납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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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도록 설계하 다. 용기 본체의 랜지와  덮개는 볼트로 체결되며, 본체 

랜지와 덮개 사이에는 2개의 O-Ring을 장착하여 을 유지한다. O-ring은 

Fluorocarbon rubber 계열의 viton O-ring으로서 사용온도 범 는 -40 ~ 250 ℃이

다. 

PNL-4835[3.2-28]에서는 단기사고 는 연료이송 작업  사용후핵연료 의 피

복  온도를 570℃ 이내로 제한하며, 사용후핵연료의 허용온도를 570 ℃로 설정하

다. 이로 공정물질인 세라믹폐기물의 처분 허용온도를 330 ℃[3.2-29]로 제시하

고 있으며, 운반 시 허용온도 기 을 330 ℃로 고려하 다.  

구성품 재질 안 온도(℃)

O-Ring seal
Fluorocarbon rubber 

계열의 viton
-40 ~ 250 ℃

감마선 차폐체 Lead Max. 327 ℃

성자 차폐체 K-Resin Max. 150 ℃(정상조건)

사용후핵연료 Zircalloy Max. 570 ℃

이로 공정물질 Ceramic waste form Max. 330 ℃

Table 3.2.2-53 Safe operating temperatures of cask component

  (3) 정상운반조건에 한 열 평가

정상운반조건은 Table 3.2.2-5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고온조건(Hot condition), 

온조건(Cold condition)  최소온도조건(Minimum temperature condition)으로 

구분되며, 이들 조건에 한 열  건 성을 평가하 다. 

    (가) 열해석 모델

핫셀 운반용기의 형상은 원통형 구조이며, 열해석 모델은 Fig. 3.2.2-7과 같이 

2차원 축 칭 모델을 사용하 다. 핫셀 운반용기는 뚜껑의 개폐 형식에 따라 회  

개폐형 용기, 상하 개폐형 용기  일반형 용기의 3가지 형태로 설계하 으며, 3종

의 뚜껑은 차폐체와 구조재의 재질  두께가 동일하다. 따라서 3종 운반용기의 뚜

껑 부 를 통한 열 달 특성이 서로 유사하므로, 열해석에서는 회  개폐형 운반용

기만을 고려하 다. 

핫셀 운반용기는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세라믹 

폐기물(Salt-ER, Salt-EW)과 Cs+fly ash 등의 공정물질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운반물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은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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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붕괴열은 Table 3.2.2-55와 같다. 사용후핵연료는 연소도 55 GWd/MtU, 기

농축도 4.5 wt%, 냉각기간 8년, 량 20 kg을 기 으로 최  붕괴열이 32 W이다. 

이로 공정물질은 연소도 55 GWd/MtU, 기농축도 4.5 wt%, 냉각기간 10년인 

연료를 기 으로 최  붕괴열이 세라믹폐기물(Salt-ER) 14 kg을 기 으로 92 W이

다. 

법규에서 규정된 정상운반  운반사고조건에 한 열해석 조건은 Table 

3.2.2-54와 같다. 정상운반조건은 38 ℃의 고온조건과 -40 ℃의 온조건으로 구분되

며, 고온조건에서는 최  일사량을 용하며, 온조건에서는 일사량이 없는 조건이

다. 운반사고조건은 고온조건 하에서 800 ℃ 화재가 30분 동안 진행된 후 자연 냉

각조건이다. 정상운반  운반사고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 내부의 운반 내용물로부

터 발생되는 최  붕괴열을 고려하 다. 

  열해석을 한 산 로그램은 범용 열 유동해석 코드인 FLUENT 코드를 사용

하 다. 핫셀 운반용기 내부로부터 발생된 열은 내부 공간의 공기에 의한 류  

복사, 용기 본체를 통한 열 도, 용기 표면에서의 류  복사열 달을 통하여 외

부로 달된다. 한, 외부표면으로 부터 유입되는 일사량은 복사를 통하여 용기 본

체로 달된다. 용기 표면으로 유입되는 일사량은 수평면에서는 800 W/㎡, 곡면에

서는 400 W/㎡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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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ck 
absorber

Ceramic waste)

Lead shield

Neutron shield

O-Ring

Fig. 3.2.2-7 Thermal analysis model.

Analysis condition
Ambient

temperature
Insolation

Decay heat

generation

 Normal conditions

  - Hot condition

  - Cold condition

  - Minimum temperature 

38 ℃

-40 ℃

-40 ℃

O

X

X

Maximum

Maximum

None

 Accident Conditions

  - Initial condition

  - 30 minutes fire phase

  - Cool-down phase 

38 ℃

800 ℃

38 ℃

O

X

O

Maximum

Maximum

Maximum

Table 3.2.2-54 Thermal analysis condition for normal and accid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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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oading capacity Maximum decay heat

 Spent fuel 

 Ceramic waste (REFP)

 Ceramic waste (AMFP)

 Cs + fly ash

20 kg

14 kg

30 kg 

4 kg

32 W

92 W

57 W

32 W

Table 3.2.2-55 Decay heat for transportation components  

    (나) 고온조건  

고온조건은 주변온도가 38 °C에서 최 의 일사량이 용기표면에 흡수되는 경

우이다. 핫셀 운반용기의 내부의 세라믹폐기물로부터 붕괴열 92 W를 고려하 으며, 

내부 붕괴열  외부로 부터의 일사량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열 으로 

정상상태(steady state)가 되는 조건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Table 3.2.2-56은 고온조건에서 최  일사량을 고려한 경우와 일사량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핫셀 운반용기 주요 부 에서의 최 온도이며, Fig. 3.2.2-8  

Fig. 3.2.2-9는 최  일사량을 고려한 경우와 일사량이 없는 경우에 한 핫셀 운반

용기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2-10은 일사량을 고려한 고온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반경방향에 한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사량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운반 내용물과 내부 컨테이 를 제외한 운반용기 

본체의 온도는 50 ℃ 이내로 계산되었다. 일사량이 없는 경우 용기 표면온도는 교

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8-69호 제22조,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1 

Para. 617  US 10 CFR[3.2-30] Part 71.4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운반 시 허용 

표면온도인 50 ℃보다 낮은 46 ℃로 나타났다. 

  최  일사량을 고려할 경우 핫셀 운반용기의 온도 분포는 일사량을 고려하지 않

은 경우에 비하여 약 20 ℃ 정도 높게 나타났다. 운반용기의 표면온도는 교육과학

기술부고시 제 2009-37호 제 26조,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1 Para. 

662  US 10 CFR Part 71.43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표면온도인 85 ℃보다 낮은 

79 ℃로 나타났다. 고온조건에서 운반 내용물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모든 부 의 온

도가 120 ℃ 이내로 계산되었다. 성자 차폐체인 K-resin의 최 온도는 69 ℃로 허

용치인 148 ℃보다 낮았고, 오링과 납차폐체의 온도도 각각의 허용치인 250 ℃, 327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핫셀 운반용기는 고온조건에서 열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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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with insolation without insolation

Ceramic waste 

Inner container 

Lead shield 

K-resin 

O-ring seal  

Balsa wood

Cask surface

120

112

70

69

65

79

79

105

96

51

50

48

47

48

Table 3.2.2-56 Thermal analysis results for hot condition 

  

Fig. 3.2.2-8 Temperature contours for hot condition (max. in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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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Temperature contours for hot condition (no insolation)

Fig. 3.2.2-10 Radi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cask for ho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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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조건  

        온조건에 한 열해석은 주변온도 -40 ℃ 하에서 핫셀 운반용기 내부의 

붕괴열이 92 W이고 일사량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용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수

행하 다.

  Table 3.2.2-57  Fig. 3.2.2-11는 온조건에 한 열해석 결과이며, 핫셀 운반용

기 본체의 온도는 주변온도에 비하여 약 10 ℃ 높게 정도 상승하 다. 운반 내용물

의 붕괴열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온도조건에서는 핫셀 운반용기의 모든 부 의 온도

가 -40 ℃로 열평형을 이룰 것이며, 따라서 -40 ℃의 온조건  최소온도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열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이다.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Ceramic waste 

Inner container 

Lead shield 

K-resin 

O-ring seal  

Shock absorber

Cask surface

39

30

-24

-25

-27

-29

-27

Table 3.2.2-57 Thermal analysis results for col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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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1 Temperature contours for cold condition.

    (라) 최  내부압력(Maximum Internal Pressure)

핫셀 운반용기의 최  내부 압력은 핫셀 운반용기의 내부 공간에서의 공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일반 으로 폐된 용기에서 공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내압은 Boyle-Charle의 법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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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1 :

P2 :

V1 :

V2 :

T1 :

T2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1 (bar)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2 (bar)

Initial air space volume at T1 (㎤)

Final air space volume (㎤)

Initial temperature (K)

Final temperature (K)

  핫셀 운반용기 내부 컨테이 에 운반물을 넣고 컨테이  뚜껑을 체결하 을 때 

기압력은 기압이고 기온도는 상온이다. 즉, 차폐용기 내부의 기온도 T1은 

20 ℃, 기 압력 P1은 1 bar이다. 정상운 조의 내부압력 계산에서는 보수성을 감

안하여 핫셀 운반용기 내부의 온도(T2)를 운반 내용물의 온도인 110 ℃로 가정하고 

열팽창으로 인한 내부 체 의 변화도 무시하 다. 따라서 정상조건에서의 내부압력

(P2)은 기압의 1.31배인 1.31 bar( 압력)으로 계산된다. 핫셀 운반용기의 정상운

반조건에서의 내부압력은 보수 으로 가정하여 200 kPa( 압력), 즉 100 kPa(계기

압)으로 설정하 다. 이 압력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8-69호에 명시된 최  정상

운 압력 700 kPa (계기압) 이내이므로 압력조건에 한 기 을 충분히 만족한다. 

    (마) 최  열응력 

정상운반조건에 한 온도분포를 구조평가에서 수행하는 열응력해석을 한 

입력자료로 활용하 다. 정상운반조건에 한 열응력해석 결과 최 응력이 허용치 

이내로 계산되어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  건 성이 입증되었다. 정상운반조건에 

한 열응력해석은 구조평가 분야에서 상세하게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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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반사고조건에 한 열평가 

    (가) 열해석 평가 

   핫셀 운반용기는 B형 운반물로 분류되며, 이러한 핫셀 운반용기는 운반사

고조건인 800 ℃ 화재사고조건하에 한 열 인 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반사고조건에 한 열해석 모델은 정상운반조건의 해석모델과 동일하며, 운반

물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도 92 W로 고려하 다. 해석조건은 Table 3.2.2-54와 같이 

고온조건하에서 800 ℃ 화재가 30분 동안 진행된 후 자연냉각 조건을 용하 다. 

즉, 고온조건에서 정상상태의 온도를 구한 후에 화재사고조건의 시간의 변화에 따

른 과도상태(transient state)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Table 3.2.2-58  Fig. 3.2.2-12는 화재사고조건에서 과도시간에 따른 핫셀 운반용

기 주요 부 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13은 화재 후 0.5, 1.0, 2.0, 4.0시간

이 경과하 을 때 온도분포이며, Fig. 3.2.2-14는 과도시간에 따른 핫셀 운반용기의 

방경방향에 한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30분 화재사고조건에서 운반용기 표면온도는 794 ℃ 상승한 후 격히 떨어지는 

온도분포를 보 다. 

  운반 내용물인 세라믹 폐기물의 최 온도는 화재가 진행된 후 약 12시간에서 최

 160 ℃까지 상승하지만 세라믹 폐기물의 허용온도인 330 ℃보다는 훨씬 낮게 나

타났다. 한, 납 차폐체의 온도는 134 ℃까지 상승하지만 납의 용융온도인 327 ℃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핫셀 운반용기의 격납경계를 이루는 O-ring의 온도는 화

재가 진행된 후 0.6시간에서 최  209 ℃까지 상승하지만 Viton O-ring의 허용온도

가 250 ℃이므로 핫셀 운반용기의 격납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핫셀 운반용기는 화재사고조건에서도 열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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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Maximum temperatures (℃)

Normal

Fire 

phase
Cool-down phase (t > 0.5 h) Max

.
0.25 0.5 0.6 1.0 2.0 3.0 4.0 6.0 8.0 10.0 12.0

Ceramic waste 

Inner container 

Lead shield 

K-resin 

O-ring seal  

Balsa wowd

Cask surface

120

112

70

69

65

79

79

120

112

70

620

111

752

790

120

112

83

707

181

775

794

120

112

90

559

209

593

558

120

112

107

356

186

280

351

121

116

132

209

146

239

204

126

125

134

156

131

190

150

132

130

131

134

124

164

126

145

141

126

125

117

136

114

154

148

122

122

113

121

109

158

151

119

118

110

111

105

160

150

115

115

107

105

103

160

151

134

707

209

775

794

Table 3.2.2-58 Thermal analysis results for hypothetical accident condition

Fig. 3.2.2-12 Transient temperature profiles for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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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 0.5 h (b) Time =1.0 h

(c) Time = 2.0 h (d) Time = 4.0 h

Fig. 3.2.2-13 Temperature contours for fire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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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ime = 1.0 h (d) Time =2.0 h

(e) Time = 4.0 h (f) Time = 4.0 h

(a) Time = 0.0 h (b) Time =0.5 h

Fig. 3.2.2-14 Radial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ask for fire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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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  내부압력(Maximum Internal Pressure)

핫셀 운반용기의 최  내부 압력은 내부 공간에서의 공기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일반 으로 폐된 용기에서 공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내

압은 Boyle-Charle의 법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


 ⋅




 

여기서, P1 :

P2 :

V1 :

V2 :

T1 :

T2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1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2 (㎏/㎠)

Initial air space volume at T1 (㎤)

Final air space volume (㎤)

Initial temperature (˚K)

Final temperature (˚K)

  핫셀 운반용기의 1차 격납경계는 내부 컨테이 가 되며, 최  내부 압력은 운반

용기 내부 컨테이 에 운반 내용물을 장 한 기 상태로부터 운반사고인 800 ℃ 

화재사고 발생 후 내부온도가 최고에 도달할 때 발생하게 된다. 운반용기의 내부 

컨테이 에 운반 내용물을 장 하고 컨테이  뚜껑을 체결했을 때 압력은 기압이

고 온도는 상온이므로, 내부의 기온도 T1은 20 ℃, 기 압력 P1은 1 bar다. 

  열해석에서 핫셀 운반용기 내부의 운반물의 온도는 화재 이후 10시간이 경과한 

후 최  160 ℃로 계산되었으며, 컨테이 의 내부 cavity 온도도 보수 으로 가정하

여 160 ℃로 가정하 다. 한, 보수 인 내부압력을 설정을 하여 내부 컨테이

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체 팽창을 무시하 다. 따라서, 운반 사고조건에서의 압력 

P2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


  × 


  

운반사고조건에서의 핫셀 운반용기 내부압력은 1.48 bar로 계산되었지만 설계

압력은 보수성을 감안하여 300 kPa( 압력), 즉 200 kPa(계기압)으로 설정하 다. 

    (다) 최  열응력(Maximum Thermal Stress)

핫셀 운반용기의 화재사고조건에 한 온도분포를 구조평가에서 수행하는 열

응력해석을 한 입력자료로 사용하 다. 운반사고조건에 한 열응력해석 결과 최

응력이 허용치 이내로 계산되어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  건 성이 입증되었다. 

열응력평가는 구조평가 분야에서 상세하게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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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핫셀 운반용기 구조평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69호에 제시된 일반 요건, 

정상 운반조건  운반 사고조건에 한 건 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 운

반용기 안 성 평가의 궁극 인 목표는 정상  사고운반 시험조건을 거친 후 방사

성 기체의 설방지  방사능 차폐유지와 같은 운반용기의 건 성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방사성 기체 설과 차폐능 유지는 구조  

에서 직 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각 시험조건의 하 에 의해 발생한 격납경계

와 차폐 구조물의 응력평가를 통해 건 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핫셀 운반용기의 구

조 평가는 설계  해석 에서 법 인 평가 기 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ASME section III division 1[3.2-31]의 응력 분류와 응력한계를 참고로 하여 수행하

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일반 요건은 최소크기 요건, 재질, 볼트  랜지의 설

계, 인양장치  결속장치의 설계 등이 있다. 정상 운반조건에는 층, 각 방향의 

자유낙하, 1 m 통, 압력, 감소외압, 증가외압 그리고 고온  온 조건 등을 포

함하고 있다. 운반 사고조건에는 각 방향의 자유낙하, 1 m 열, 화재  침수조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운반 사고조건은 운반용기에 있어 가혹한 사고조건으로 9 m 

자유낙하, 1 m 열  800℃에서 30분간 화재에 노출되는 순차 인 시험조건을 가

정하고 있다.

핫셀 운반용기의 정상  운반 사고조건에 한 구조 산해석을 

ABAQUS/Explicit 6.7-1[3.2-32] 산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평가하 다. 

  (1) 운반용기의 일반 구조설계

 운반용기 일반요건의 검토사항으로는 크게 운반용기 최소크기 요건과 재질의 

화학  기  반응 그리고 일반 구조설계로 구분된다.

핫셀 운반용기의 운반용기 본체는 직경 800 mm, 랜지 부분의 직경이 960 mm, 

높이 1,140 mm의 원통형(완충체 제외)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국내․외 운반용

기 련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반용기의 가장 작은 한 변의 길이는 10 ㎝ 이

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한다.

  핫셀 운반용기의 화학  기  반응과 련하여 제작에 사용된 재질들  안

성과 련된 재질은 Balsa wood, 납, K-Resin  스테인리스강이다. 이들 재질은 일

반 으로 구성 요소들 간의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심각한 화학  기  반응은 

발생시키지 않는다. 

  낙하사고  화재사고 시에 핫셀 운반용기 본체를 보호하기 한 완충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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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Balsa wood는 발화 시간을 최 한 지연시킬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산소와 

화학 반응을 하여 탄소성분의 잔여물을 생성하지만 핫셀 운반용기의 안 성에는 아

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설계는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상·하부 뚜껑,  뚜껑, 인

양 러그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상·하부 뚜껑,  뚜껑은 볼

트체결형 랜지(flange) 방식으로 된다. 운반용기 본체의 측면에는 두 개의 인

양 러그(lifting lug)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인양하고, 완충체는 상하부 완충체끼리 

16개의 rod로 연결된다. 

    (가) 운반용기 본체 상부뚜껑 (회 개폐형, 상하개폐형)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상부 뚜껑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출되는 것을 막

아주고 사용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ASME SA182 F304와 동등재질)으로 일반개

폐형(General), 회 개폐형(Rotate), 상하개폐형(Slide)의 3종류이며 볼트(ASME 

SA193 B7와 동등재질) 로 본체와 체결된다. 

  핫셀 운반용기는 내부 발생 압력이 작으나 B형 운반용기 기술기 에 따라 설계압

력을 700 kPa(7 )로 설정하 고, 이를 기 으로 상부뚜껑볼트의 크기  수량

을 계산하 다. 

     ⓛ 상부뚜껑 볼트(Lid bolt)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상부뚜껑볼트는 내압뿐만 아니라 자유낙하충돌로 인

한 충격하   화재사고 등에서 받게 되는 외력을 고려하여 고장력 합 강인 

ASME SA193 B7와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 고, 응력계산법은 ASME 코드, ORNL 

보고서[3.2-33]에 따랐다.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내부압력을 700 kPa(7 kg/cm2)로 가정할 때 내부압력으로 

인해 볼트에 작용하는 압력하 (Fp)은 다음과 같다. 유효경(G)은 운반용기 내부 공

간의 직경을 용을 하 다.

Fp
G  P 

×
×   kg

여기서 G = 34 cm : O-ring 유효경(외부  내부 오링 직경의 평균값)

       P = 7  : 내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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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도  충돌 시 핫셀 운반용기 상부뚜껑은 용기의 본체와 외경이 다른상태로 

충돌하기 때문에 뚜껑볼트에 충격하 이 발생한다. 보수 인 해석을 해 뚜껑이 

충돌로 인해 20 g의 가속도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뚜껑 량의 20 배인 충격하

( Fw)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운반내용물의 량은 핫셀 운반용기 내부공간이 채워

져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6 kg으로 가정할 수 있다. 뚜껑 량은 스테인리스강

과 방사선 차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931 kg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뚜껑과 내부 

운반물의 체무게는 937 kg으로 가정하 다.

Fw Ng Wc×   kg  

여기서, Ng = 20 g : 충돌 시 뚜껑의 가속도 

       Wc = 937 ㎏ : 뚜껑과 내부운반물의 체 량

  따라서, 볼트가 받게 되는 체하 (Ft)은 압력하 (Fp)  충격하 (Fw)의 합으로 

다음과 같다. 

Ft FpFw     kg

  뚜껑볼트에 한 최소볼트면 은 다음과 같다.

Am So
Ft
 


  cm

여기서,   = 7,200  : 볼트 ASME SA193 B7의 항복응력

  M24 볼트 8 개를 기 한 볼트면 은 다음과 같으며,  ≻이므로 볼트의 크

기와 수량은 당하다. 볼트의 항복응력을 기 할 경우에 약 10.39의 안 률을 갖는

다.

Ar 
Dr n  

×
×  cm

여기서   = 2.4 cm : 볼트의 유효직경

         = 8 : 볼트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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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뚜껑 랜지(Lid flange)

  최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해 뚜껑 랜지에 걸리는 체응력을 구하 다. 

즉, 원 의 양단은 볼트로 고정되고, 유효직경 안쪽에 균일분포하 이 작용하는 경

우의 최 응력에 하여 뚜껑 랜지의 두께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Tmin



 
   

  


 


   

    



××

  
 


 



      cm  mm
여기서,  = 2,050 : 뚜껑 랜지 ASME SA240 Type304의 항복응력

ASME 기 에 따른 최소두께는 다음과 같다.

Tmin 




 

 
  





    ×




×


×

×× 





     cm mm

  여기서,  

 ×   

  따라서, 뚜껑 랜지의 두께 80 mm는 충분히 안 하다. 볼트  뚜껑 랜지 계

산은 Table 3.2.2-59와 같이 Excel 로그램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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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arameters

Internal
Pressure

Normal 7 kgf/㎠ Design Pressure, P 7 kgf/㎠

Accident kgf/㎠ Design Temperature RT ℃

Flange Data Gasket Data Bolt Data

Material SA182 Material Rubber
Material / 

Size
A193 B7 / M30

yield
Stress,S

2050 kgf/㎠
Gasket Seat
Stress, y or 

y'
0

kgf/㎠ or 
kgf/㎝

yield
Stress,Sb

7200 kgf/㎠

Mean Dia. 
Of

Gasket, G
34 ㎝

Gasket
Factor, m

0
Nominal 

Bolt
Dia., Bd

2.4 ㎝

Radius
G to C, 

Hcg
20 ㎝

Eff. Gasket
Dia., b

0 ㎝
Bolt Circle

Dia., C
74 ㎝

G/C 0.46 Gasket Dia. 0 ㎝ # of Bolt, n 8 EA

m 6 kgf

Lid Weight, Wl 931 kgf

g-value, Ng 20 g

▣ Design Load

Load Pressure Load, Fp 6355 kgf
Gasket Seat

Load, Fs
0 kgf

Gasket Load, F0 0 kgf

F0≤ 2Fs OK

Impact Load, Fw 18740 kgf

Total Load, Ft 25095 kgf

▣ Lid Flange Thickness
Lid Flange
Thickness

(G≥0.588C)
2.286 ㎝

Lid Flange
Thickness

by ASME VIII
3.856 ㎝

▣ Bolt Spacing
Bolt

Spacing
51.07 ㎝ 28.32 ㎝

▣ Bolt Torque
Bolt Torque

(at Operation Condition)
1506 kgf-㎝

Table 3.2.2-59  Specification of  bolt and flange 

  



- 243 -

  (나) 운반용기 본체 상부뚜껑 (일반개폐형)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상부(일반개폐형) 뚜껑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출

되는 것을 막아주고 체 용기의 격납경계를 이룬다. 사용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ASME SA240 Type304와 동등재질)이며, 볼트(ASME SA193 B7와 동등재질) 로 

본체와 체결된다. 

  핫셀 운반용기는 내부 발생 압력이 작으나 B형 운반용기 기술기 에 따라 설계압

력을 700 kPa(7 )로 설정하 고, 이를 기 으로 상부뚜껑볼트의 크기  수량

을 계산하 다. 

     ⓛ 오링(O-ring) 

  오링은 내압  외부충격 등으로 부터 격납경계를 건 하게 유지시켜야 

하므로, 원형단면의 오링(o-ring)을 핫셀 운반용기 뚜껑의 하부 면에 설치하 다. 오

링의 규격은 Parker Seals의 Static O-Ring Sealing[3.2-34] 동등한 규격을 따르며 오

링은 직경이 4.76 mm이고 외경이 568 mm인 AS568A- 309를 용하 다. 오링 홈

은 폭 4.3 mm와 깊이 4.3 mm로 각각 설계에 반 하 다.

     ② 상부뚜껑 볼트(Lid bolt)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상부뚜껑볼트는 내압뿐만 아니라 자유낙하충돌로 인

한 충격하   화재사고 등에서 받게 되는 외력을 고려하여 고장력 합 강인 

ASME SA193 B7와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 고, 응력계산법은 ASME 코드, ORNL 

보고서에 따랐다.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내부압력을 700 kPa(7 kg/cm2)로 가정할 때 내부압력으로 

인해 볼트에 작용하는 압력하 (Fp)은 다음과 같다. O-ring 유효경(G)은 오링의 직

경값 568 mm를 용하 다.

Fp
G  P 

×
×   kg

여기서 G = 56.8 cm : O-ring 유효경

       P = 7  : 내부압력

  운반도  충돌 시 핫셀 운반용기 상부뚜껑은 용기의 본체와 외경이 다른 상태로 

충돌하기 때문에 상부뚜껑볼트에 큰 충격하 이 발생한다. 보수 인 해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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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이 충돌로 인해 20 g의 가속도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뚜껑 량의 20 배인 

충격하 ( Fw)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운반내용물의 량은 핫셀 운반용기 내부공

간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6 kg으로 가정할 수 있다. 뚜껑 량은 스

테인리스강과 방사선 차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931 kg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뚜

껑과 내부 운반물의 체무게는 937 kg으로 가정하 다.

Fw Ng Wc×   kg  

여기서, Ng = 20 g : 충돌 시 뚜껑의 가속도 

       Wc = 937 ㎏ : 뚜껑과 내부운반물의 체 량

  따라서, 볼트가 받게 되는 체하 (Ft)은 압력하 (Fp)  충격하 (Fw)의 합으로 

다음과 같다. 

Ft Fp Fw    kg

  뚜껑볼트에 한 최소볼트면 은 다음과 같다.

Am So
Ft
 


  cm

여기서,   = 7,200  : 볼트 ASME SA193 B7의 항복응력

  M24 볼트 6 개를 기 한 볼트면 은 다음과 같으며,  ≻이므로 볼트의 크

기와 수량은 당하다. 볼트의 항복응력을 기 할 경우에 약 5.36의 안 률을 갖는

다.

Ar 
Dr n  

×
×   cm

여기서   = 2.4 cm : 볼트의 유효직경

         = 6 : 볼트의 개수

  

  볼트 간 간격이 볼트구멍과 O-ring 사이의 충분한 압력에 견딜 정도로 가까운지 

살펴야 한다. 볼트 간 최 간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뚜껑 랜지 두께 계산은 다

음 항에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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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ax   
 

   
×

 ×    

여기서   = 2.90 cm : 뚜껑 랜지의 두께 (3.2.2.3  결과  큰 값)

         = 2.4 cm : 뚜껑볼트의 호칭경

  8 개의 볼트에 한 실제 볼트 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Bact C sin   ×sin    
여기서,   = 74 cm : 볼트 심원의 직경 (B.C.D)

  따라서, 실제 볼트의 간격이 최 치보다 작으므로 볼트의 간격은 당하며, 운  

시 O-ring의 기 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볼트의 조임 토크는 다음과 같다.

Tr n
 BdFt



××
  kg∙cm   kg∙m

     ③ 뚜껑 랜지(Lid flange)

  최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한 첩의 원리를 용하여 뚜껑 랜지에 걸리

는 체응력을 구하 다. 즉, 원 의 양단은 볼트로 고정되고, 가스켓 유효직경 안

쪽에 균일분포하 이 작용하는 경우와 양단이 볼트로 고정된 원 에 가스켓 유효직

경의 원주를 따라 집 하 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로 나 어 각각의 최 응력에 

하여 첩시켜 뚜껑 랜지의 두께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Tmin



 
   

 


 


   

    



××

  
 


 



      cm  mm
여기서,  = 2,050 : 뚜껑 랜지 ASME SA240 Type304의 항복응력

ASME 기 에 따른 최소두께는 다음과 같다.

T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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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cm  mm

  여기서,  

 ×  

  따라서, 뚜껑 랜지의 두께 124 mm는 충분히 안 하다. 볼트  뚜껑 랜지 

계산은 Table 3.2.2-60과 같이 Excel 로그램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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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arameters

Internal
Pressure

Normal 7 kgf/㎠ Design Pressure, P 7 kgf/㎠

Accident kgf/㎠ Design Temperature RT ℃

Flange Data Gasket Data Bolt Data

Material SA182 Material Rubber
Material / 

Size
A193 B7 / M30

yield
Stress,S

2050 kgf/㎠
Gasket Seat
Stress, y or 

y'
0

kgf/㎠ or 
kgf/㎝

yield
Stress,Sb

7200 kgf/㎠

Mean Dia. 
Of

Gasket, G
56.8 ㎝

Gasket
Factor, m

0
Nominal 

Bolt
Dia., Bd

2.4 ㎝

Radius
G to C, 

Hcg
8.6 ㎝

Eff. Gasket
Dia., b

0 ㎝
Bolt Circle

Dia., C
74 ㎝

G/C 0.77 Gasket Dia. 0 ㎝ # of Bolt, n 6 EA

m 6 kgf

Lid Weight, Wl 931 kgf

g-value, Ng 20 g

▣ Design Load

Load Pressure Load, Fp 17737 kgf
Gasket Seat

Load, Fs
0 kgf

Gasket Load, F0 0 kgf

F0≤ 2Fs OK

Impact Load, Fw 18740 kgf

Total Load, Ft 36477 kgf

▣ Lid Flange Thickness
Lid Flange
Thickness

(G≥0.588C)
2.448 ㎝

Lid Flange
Thickness

by ASME VIII
2.902 ㎝

▣ Bolt Spacing
Bolt

Spacing
39.62 ㎝ 37 ㎝

▣ Bolt Torque
Bolt Torque

(at Operation Condition)
2918 kgf-㎝

Table 3.2.2-60 Specification of  bolt and flange (gener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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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반용기 본체 하부 뚜껑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하부 뚜껑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출되는 것을 막아

주고 외부에서 내부 캐니스터를 어내어 핫셀 시설의 리어도어(Rear door)로 넘겨

주는 통로를 제공한다. 사용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ASME SA240 Type304와 동

등재질)이며, 볼트(ASME SA193 B7와 동등재질) 로 본체와 체결된다. 

  핫셀 운반용기는 내부 발생 압력이 작으나 B형 운반용기 기술기 에 따라 설계압

력을 700 kPa(7 )로 설정하 고, 이를 기 으로 하부뚜껑볼트의 크기  수량

을 계산하 다. 

     ⓛ 오링(O-ring) 

오링은 내압  외부충격 등으로 부터 격납경계를 건 하게 유지시켜야 하므

로, 원형단면의 이  오링(double o-ring)을 핫셀 운반용기 뚜껑의 하부 면에 설치

하 다. 오링의 규격은 Parker Seals의 Static O-Ring Sealing와 동등한 규격을 따르

며 외부 오링은 직경이 2.38 mm이고 외경이 180 mm인 AS568A- 102를 사용하 고 

내부 오링은 직경 2.38 mm이고 외경이 164 mm인 AS568A-102를 용하 다. 오링 

홈은 폭 2.1 mm와 깊이 2 mm로 각각 설계에 반 하 다.

     ② 하부뚜껑 볼트(Lid bolt)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하부뚜껑볼트는 내압뿐만 아니라 자유낙하충돌로 인한 

충격하   화재사고 등에서 받게 되는 외력을 고려하여 고장력 합 강인 ASME 

SA193 B7와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 고, 응력계산법은 ASME 코드, ORNL 보고서에 

따랐다.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내부압력을 700 kPa(7 kg/cm2)로 가정할 때 내부압력으로 

인해 볼트에 작용하는 압력하 (Fp)은 다음과 같다. O-ring 유효경(G)은 이  오링

이므로 내부 오링과 외부 오링의 직경의 평균값을 용하 다.

Fp
G  P 

×
×   kg

  여기서 G = 17.2 cm : O-ring 유효경(외부  내부 오링 직경의 평균값)

       P = 7  : 내부압력

  운반도  충돌 시 핫셀 운반용기 하부뚜껑은 용기의 본체에 삽입되어 외경이 같



- 249 -

은 상태로 함께 충돌하기 때문에 하부뚜껑볼트에 큰 충격하 이 발생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보수 인 해석을 해 뚜껑이 충돌로 인해 20 g의 가속도를 받는 것으

로 가정하여 뚜껑 량의 20 배인 충격하 ( Fw)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운반내용

물의 량은 핫셀 운반용기 내부공간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6 kg으로 

가정할 수 있다. 뚜껑 량은 스테인리스강과 방사선 차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6.9 

kg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뚜껑과 내부 운반물의 체무게는 12.9 kg으로 가정하

다.

Fw Ng Wc×   kg  

  여기서, Ng = 20 g : 충돌 시 뚜껑의 가속도 

       Wc = 12.9 ㎏ : 뚜껑과 내부운반물의 체 량

  따라서, 볼트가 받게 되는 체하 (Ft)은 압력하 (Fp)  충격하 (Fw)의 합으로 

다음과 같다. 

Ft Fp Fw    kg

  뚜껑볼트에 한 최소볼트면 은 다음과 같다.

Am So
Ft
 


  cm

  여기서,   = 7,200  : 볼트 ASME SA193 B7의 항복응력

M8 볼트 8 개를 기 한 볼트면 은 다음과 같으며,  ≻이므로 볼트의 크기와 

수량은 당하다. 볼트의 항복응력을 기 할 경우에 약 15.4의 안 률을 갖는다.

Ar 
Dr n  

×
×   cm

  여기서   = 0.8 cm : 볼트의 유효직경

         = 8 : 볼트의 개수

  

  볼트 간 간격이 볼트구멍과 O-ring 사이의 충분한 압력에 견딜 정도로 가까운지 

살펴야 한다. 볼트 간 최 간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뚜껑 랜지 두께 계산은 다

음 항에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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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ax   
 

   
×

 ×    

  여기서   = 0.719 cm : 뚜껑 랜지의 두께 (3.2.2.3  결과  큰 값)

         = 0.8 cm : 뚜껑볼트의 호칭경

  8 개의 볼트에 한 실제 볼트 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Bact C sin   ×sin    
  여기서,   = 21.4 cm : 볼트 심원의 직경 (B.C.D)

  따라서, 실제 볼트의 간격이 최 치보다 작으므로 볼트의 간격은 당하며, 운  

시 O-ring의 기 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볼트의 조임 토크는 다음과 같다.

Tr n
 BdFt



××
  kg∙cm   kg∙m

    ③ 뚜껑 랜지(Lid flange)

최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한 첩의 원리를 용하여 뚜껑 랜지에 걸리는 

체응력을 구하 다. 즉, 원 의 양단은 볼트로 고정되고, 가스켓 유효직경 안쪽에 

균일분포하 이 작용하는 경우와 양단이 볼트로 고정된 원 에 가스켓 유효직경의 

원주를 따라 집 하 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로 나 어 각각의 최 응력에 하

여 첩시켜 뚜껑 랜지의 두께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Tmin



 
   

 


 


   

    



××

  
 


 



      cm  mm
  여기서,  = 2,050 : 뚜껑 랜지 ASME SA240 Type304의 항복응력

ASME 기 에 따른 최소두께는 다음과 같다.

   T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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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cm  mm

  여기서,  

 ×   

  따라서, 뚜껑 랜지의 두께 16 mm는 충분히 안 하다. 볼트  뚜껑 랜지 계

산은 Table 3.2.2-61과 같이 Excel 로그램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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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arameters

Internal
Pressure

Normal 7 kgf/㎠ Design Pressure, P 7 kgf/㎠

Accident kgf/㎠ Design Temperature RT ℃

Flange Data Gasket Data Bolt Data

Material SA182 Material Rubber
Material / 

Size
A193 B7 / M30

yield
Stress,S

2050 kgf/㎠
Gasket Seat
Stress, y or 

y'
0

kgf/㎠ or 
kgf/㎝

yield
Stress,Sb

7200 kgf/㎠

Mean Dia. 
Of

Gasket, G
17.2 ㎝

Gasket
Factor, m

0
Nominal 

Bolt
Dia., Bd

0.8 ㎝

Radius
G to C, 

Hcg
2.1 ㎝

Eff. Gasket
Dia., b

0 ㎝
Bolt Circle

Dia., C
21.4 ㎝

G/C 0.8 Gasket Dia. 0 ㎝ # of Bolt, n 8 EA

m 6 kgf

Lid Weight, Wl 6.9 kgf

g-value, Ng 20 g

▣ Design Load

Load Pressure Load, Fp 1626 kgf
Gasket Seat

Load, Fs
0 kgf

Gasket Load, F0 0 kgf

F0≤ 2Fs OK

Impact Load, Fw 258 kgf

Total Load, Ft 1884 kgf

▣ Lid Flange Thickness
Lid Flange
Thickness

(G≥0.588C)
0.545 ㎝

Lid Flange
Thickness

by ASME VIII
0.719 ㎝

▣ Bolt Spacing
Bolt

Spacing
10.23 ㎝ 8.19 ㎝

▣ Bolt Torque
Bolt Torque

(at Operation Condition)
38 kgf-㎝

Table 3.2.2-61 Specification of  bolt and flange (lid of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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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반용기  뚜껑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뚜껑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출되는 것을 막

아주고 격납경계를 이룬다. 사용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ASME SA240 Type304와 

동등재질)이며 볼트(ASME SA193 B7와 동등재질) 로 본체와 체결된다. 

  핫셀 운반용기는 내부 발생 압력이 작으나 B형 운반용기 기술기 에 따라 설계압

력을 700 kPa(7 )로 설정하 고, 이를 기 으로 뚜껑볼트의 크기  수량

을 계산하 다. 

     ⓛ 오링(O-ring) 

  오링은 내압  외부충격 등으로 부터 격납경계를 건 하게 유지시켜야 

하므로, 원형단면의 오링(o-ring)을 핫셀 운반용기  뚜껑의 하부 면에 설치하

다. 오링의 규격은 Parker Seals의 Static O-Ring Sealing와 동등한 규격을 따르며 

오링은 직경이 6.35 mm이고 외경이 852 mm인 AS568A- 475를 사용하 다. 오링 

홈은 폭 6 mm와 깊이 6 mm로 각각 설계에 반 하 다.

     ② 뚜껑 볼트(Lid bolt)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뚜껑볼트는 자유낙하충돌로 인한 충격하   

화재사고 등에서 받게 되는 외력을 고려하여 고장력 합 강인 ASME SA193 B7와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 고, 응력계산법은 ASME 코드, ORNL 보고서에 따랐다.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내부압력을 700 kPa(7 kg/cm2)로 가정할 때 내부압력으로 

인해 볼트에 작용하는 압력하 (Fp)은 다음과 같다. O-ring 유효경(G)은 오링의 외

경인 852 mm를 용한다.

Fp
G  P 

×
×   kg

여기서 G = 85.2 cm : O-ring 유효경

       P = 7  : 내부압력

  운반도  충돌 시 핫셀 운반용기 뚜껑은 용기의 본체와 외경이 같은 상태로 

함께 충돌하기 때문에 뚜껑볼트에 큰 충격하 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수 인 해석을 해 뚜껑이 충돌로 인해 20 g의 가속도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뚜껑 량의 20 배인 충격하 ( Fw)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운반내용물은 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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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뚜껑에 의해 차단되어 뚜껑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뚜껑볼트의 계

산에서는 운반내용물의 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뚜껑 량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12.2 kg으로 계산되었다. 

Fw Ng Wc×   kg  

여기서, Ng = 20 g : 충돌 시 뚜껑의 가속도 

       Wc = 12.2 ㎏ : 뚜껑의 량

  따라서, 볼트가 받게 되는 체하 (Ft)은 압력하 (Fp)  충격하 (Fw)의 합으로 

다음과 같다. 

Ft Fp Fw     kg

  뚜껑볼트에 한 최소볼트면 은 다음과 같다.

Am So
Ft
 


  cm

여기서,   = 7,200  : 볼트 ASME SA193 B7의 항복응력

  M16 볼트 12 개를 기 한 볼트면 은 다음과 같으며,  ≻이므로 볼트의 크

기와 수량은 당하다. 볼트의 항복응력을 기 할 경우에 약 4.33의 안 률을 갖는

다.

Ar 
Dr n  

×
×  cm

여기서   = 1.6 cm : 볼트의 유효직경

         = 12 : 볼트의 개수

  

  볼트 간 간격이 볼트구멍과 O-ring 사이의 충분한 압력에 견딜 정도로 가까운지 

살펴야 한다. 볼트 간 최 간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뚜껑 랜지 두께 계산은 다

음 항에서 설명할 것이다.

Bmax   
 

   
×

 ×    



- 255 -

여기서   = 2.95 cm : 뚜껑 랜지의 두께 (3.2.3.3  결과  큰 값)

         = 1.6 cm : 뚜껑볼트의 호칭경

  12 개의 볼트에 한 실제 볼트 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Bact C sin   ×sin    
여기서,   = 91 cm : 볼트 심원의 직경 (B.C.D)

  따라서, 실제 볼트의 간격이 최 치보다 작으므로 볼트의 간격은 당하며, 운  

시 O-ring의 기 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볼트의 조임 토크는 다음과 같다.

Tr n
 BdFt



××
  kg∙cm   kg∙m

     ③ 뚜껑 랜지(Lid flange)

  최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한 첩의 원리를 용하여 뚜껑 랜지에 걸리

는 체응력을 구하 다. 즉, 원 의 양단은 볼트로 고정되고, 가스켓 유효직경 안

쪽에 균일분포하 이 작용하는 경우와 양단이 볼트로 고정된 원 에 가스켓 유효직

경의 원주를 따라 집 하 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로 나 어 각각의 최 응력에 

하여 첩시켜 뚜껑 랜지의 두께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Tmin




 
   

 


 


   

    



××

  
 


 



      cm  mm
여기서,  = 2,050 : 뚜껑 랜지 ASME SA240 Type304의 항복응력

ASME 기 에 따른 최소두께는 다음과 같다.

Tmi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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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mm

  여기서,  

 ×   

  따라서, 뚜껑 랜지의 두께 30 mm는 충분히 안 하다. 볼트  뚜껑 랜지 계

산은 Table 3.2.2-62와 같이 Excel 로그램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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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arameters

Internal
Pressure

Normal 7 kgf/㎠ Design Pressure, P 7 kgf/㎠

Accident kgf/㎠ Design Temperature RT ℃

Flange Data Gasket Data Bolt Data

Material SA182 Material Rubber
Material / 

Size
A193 B7 / M30

yield
Stress,S

2050 kgf/㎠
Gasket Seat
Stress, y or 

y'
0

kgf/㎠ or 
kgf/㎝

yield
Stress,Sb

7200 kgf/㎠

Mean Dia. 
Of

Gasket, G
85.2 ㎝

Gasket
Factor, m

0
Nominal 

Bolt
Dia., Bd

1.6 ㎝

Radius
G to C, 

Hcg
2.9 ㎝

Eff. Gasket
Dia., b

0 ㎝
Bolt Circle

Dia., C
91 ㎝

G/C 0.94 Gasket Dia. 0 ㎝ # of Bolt, n 12 EA

m 0 kgf

Lid Weight, Wl 12.2 kgf

g-value, Ng 20 g

▣ Design Load

Load Pressure Load, Fp 39909 kgf
Gasket Seat

Load, Fs
0 kgf

Gasket Load, F0 0 kgf

F0≤ 2Fs OK

Impact Load, Fw 244 kgf

Total Load, Ft 40153 kgf

▣ Lid Flange Thickness
Lid Flange
Thickness

(G≥0.588C)
2.292 ㎝

Lid Flange
Thickness

by ASME VIII
2.95 ㎝

▣ Bolt Spacing
Bolt

Spacing
38.6 ㎝ 23.55 ㎝

▣ Bolt Torque
Bolt Torque

(at Operation Condition)
1071 kgf-㎝

Table 3.2.2-62 Specification of  bolt and flange (leakproof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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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운반용기 상부  측면 vent port 뚜껑

        핫셀 운반용기 상부 vent port 뚜껑은 일반형에 용되며 측면 vent port 

뚜껑은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용된다. 상부  측면의 vent port 뚜껑은 동일한 

크기 이므로 본 에서 함께 계산한다. vent port 뚜껑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출

되는 것을 막아주고 격납경계를 이룬다. 사용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ASME 

SASA240 Type304와 동등재질)이며 볼트(ASME SA193 B7와 동등재질) 로 본체와 

체결된다. 

  핫셀 운반용기는 내부 발생 압력이 작으나 B형 운반용기 기술기 에 따라 설계압

력을 700 kPa(7 )로 설정하 고, 이를 기 으로 뚜껑볼트의 크기  수량

을 계산하 다. 

     ⓛ 오링(O-ring) 

  오링은 내압  외부충격 등으로 부터 격납경계를 건 하게 유지시켜야 

하므로, 원형단면의 오링(o-ring)을 핫셀 운반용기  뚜껑의 하부 면에 설치하

다. 오링의 규격은 Parker Seals의 Static O-Ring Sealing와 동등한 규격을 따르며 

오링은 직경이 4.76 mm이고 외경이 88 mm인 AS568A- 309를 사용하 다. 오링 홈

은 폭 4.3 mm와 깊이 4.3 mm로 각각 설계에 반 하 다.

     ② Vent port 뚜껑볼트(Lid bolt)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vent port 뚜껑볼트는 자유낙하충돌로 인한 충격하

  화재사고 등에서 받게 되는 외력을 고려하여 고장력 합 강인 ASME SA193 

B7와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 고, 응력계산법은 ASME 코드, ORNL 보고서에 따랐

다.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내부압력을 700 kPa(7 kg/cm2)로 가정할 때 내부압력으로 

인해 볼트에 작용하는 압력하 (Fp)은 다음과 같다. O-ring 유효경(G)은 오링의 외

경인 88 mm를 용한다.

Fp
G  P 

×
×  kg

여기서 G = 8.8 cm : O-ring 유효경

       P = 7  : 내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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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도  충돌 시 핫셀 운반용기 vent port 뚜껑은 용기의 본체와 외경이 같은 

상태로 함께 충돌하기 때문에 vent port 뚜껑볼트에 큰 충격하 이 발생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보수 인 해석을 해 뚜껑이 충돌로 인해 20 g의 가속도를 받는 것

으로 가정하여 뚜껑 량의 20 배인 충격하 ( Fw)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운반내

용물은 vent port 뚜껑에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vent port 뚜껑볼트의 계산에서는 

운반내용물의 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뚜껑 량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었으

며 무게는 5.37 kg으로 계산되었다. 

Fw Ng Wc×  kg  

여기서, Ng = 20 g : 충돌 시 뚜껑의 가속도 

       Wc = 5.37 ㎏ : 뚜껑의 량

  따라서, 볼트가 받게 되는 체하 (Ft)은 압력하 (Fp)  충격하 (Fw)의 합으로 

다음과 같다. 

Ft Fp Fw     kg

  뚜껑볼트에 한 최소볼트면 은 다음과 같다.

Am So
Ft
 


  cm

여기서,   = 7,200  : 볼트 ASME SA193 B7의 항복응력

  M12 볼트 6 개를 기 한 볼트면 은 다음과 같으며,  ≻이므로 볼트의 크

기와 수량은 당하다. 볼트의 항복응력을 기 할 경우에 약 91.62의 안 률을 갖는

다.

Ar 
Dr n  

×
×  cm

여기서   = 1.2 cm : 볼트의 유효직경

         = 6 : 볼트의 개수

  

  볼트 간 간격이 볼트구멍과 O-ring 사이의 충분한 압력에 견딜 정도로 가까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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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야 한다. 볼트 간 최 간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뚜껑 랜지 두께 계산은 다

음 항에서 설명할 것이다.

Bmax   
 

   
×

 ×    

여기서   = 0.39 cm : 뚜껑 랜지의 두께 (3.2.3.3  결과  큰 값)

         = 1.2 cm : 뚜껑볼트의 호칭경

  6 개의 볼트에 한 실제 볼트 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Bact C sin   ×sin    
여기서,   = 11.6 cm : 볼트 심원의 직경 (B.C.D)

  따라서, 실제 볼트의 간격이 최 치보다 작으므로 볼트의 간격은 당하며, 운  

시 O-ring의 기 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볼트의 조임 토크는 다음과 같다.

Tr n
 BdFt



××
  kg∙cm   kg∙m

     ③ 뚜껑 랜지(Lid flange)

  최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한 첩의 원리를 용하여 뚜껑 랜지에 걸리

는 체응력을 구하 다. 즉, 원 의 양단은 볼트로 고정되고, 가스켓 유효직경 안

쪽에 균일분포하 이 작용하는 경우와 양단이 볼트로 고정된 원 에 가스켓 유효직

경의 원주를 따라 집 하 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로 나 어 각각의 최 응력에 

하여 첩시켜 뚜껑 랜지의 두께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Tmin



 
   

 


 


   

    



××

  
 


 



      cm  mm
여기서,  = 2,050 : 뚜껑 랜지 ASME SA240 Type304의 항복응력

ASME 기 에 따른 최소두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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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n 





 

 
  





    ×




×


×
×× 





     cm  mm

  여기서,  

 ×   

  따라서, 뚜껑 랜지의 두께 38 mm는 충분히 안 하다. 볼트  뚜껑 랜지 계

산은 Table 3.2.2-63과 같이 Excel 로그램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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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arameters

Internal
Pressure

Normal 7 kgf/㎠ Design Pressure, P 7 kgf/㎠

Accident kgf/㎠ Design Temperature RT ℃

Flange Data Gasket Data Bolt Data

Material SA182 Material Rubber
Material / 

Size
A193 B7 / M30

yield
Stress,S

2050 kgf/㎠
Gasket Seat
Stress, y or 

y'
0

kgf/㎠ or 
kgf/㎝

yield
Stress,Sb

7200 kgf/㎠

Mean Dia. 
Of

Gasket, G
8.8 ㎝

Gasket
Factor, m

0
Nominal 

Bolt
Dia., Bd

1.2 ㎝

Radius
G to C, 

Hcg
1.4 ㎝

Eff. Gasket
Dia., b

0 ㎝
Bolt Circle

Dia., C
11.6 ㎝

G/C 0.76 Gasket Dia. 0 ㎝ # of Bolt, n 6 EA

m 0 kgf

Lid Weight, Wl 5.37 kgf

g-value, Ng 20 g

▣ Design Load

Load Pressure Load, Fp 426 kgf
Gasket Seat

Load, Fs
0 kgf

Gasket Load, F0 0 kgf

F0≤ 2Fs OK

Impact Load, Fw 107 kgf

Total Load, Ft 533 kgf

▣ Lid Flange Thickness
Lid Flange
Thickness

(G≥0.588C)
0.297 ㎝

Lid Flange
Thickness

by ASME VIII
0.397 ㎝

▣ Bolt Spacing
Bolt

Spacing
7.16 ㎝ 5.8 ㎝

▣ Bolt Torque
Bolt Torque

(at Operation Condition)
21 kgf-㎝

Table 3.2.2-63 Specification of  bolt and flange (vent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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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운반용기 인양러그

    핫셀 운반용기를 취 하기 하여 용기 양 측면에 설치된 2개의 인양러그

(lifting lug)는 ANSI 14.6[3.2-35]의 규정에 따라 총 량의 3 배인 하 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인양 러그는 직경 80 mm, 길이 80 mm 의 실린더형으로 제작되었다. 핫셀 운반

용기 본체와 뚜껑 그리고 운반 내용물을 모두 합한 총 량을 4,406 kg으로 가정하

여 계산하면, 인양 러그 1개에 작용하는 하 은 다음과 같다. 

W  n
 Wcask

 

×
  kg

여기서,  = 4,406 kg : 운반용기의 총 량(본체+뚜껑+운반 내용물)

         = 2 : 인양 고리의 수량

  굽힘응력은 인양 러그에 체결도구를 이용하여 러그 끝단에 힘을 집 시킬 때 발

생하는 응력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여기서, M = 힘이 작용할 때 Lug에 발생하는 굽힘모멘트

       L = Lug가 부착된 운반용기 측면에서부터 Lug 끝단까지의 직선거리

       c = Lug 단면 에서 립축에서부터 힘을 받는 표면까지의 수직거리.

       I = lug의 단면에 한 2차 모멘트

        = 굽힘모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굽힘응력

안 율은,    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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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2,050  : ASME SA240 Type304의 항복응력

따라서, 인양러그는 안 율 1.9 배 이상을 갖고 있으므로 안 하다.

    (사) 결속장치(Tie down device)

   국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69호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에 제시된 운반용기의 결속장치의 설계에 한 가속도 값과 계산방법에 따라 

결속장치를 설계하 다. 결속장치는 Fig. 3.2.2-15와 같이 가로, 세로가 각각 2.4 m, 

3 m인 철제 임의 앙에 설치된 핫셀 운반용기 안착부에 핫셀 운반용기를 수

평상태로 안착하고 핫셀 운반용기 충격완충체의 로드(ROD) 상단에 설치된 4개의 

결속 고리와 철제 임의 각 모서리에 설치된 결속고리를 와이어로 체결하여 결

속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기술기 은 종방향으로 10 g, 횡방향으로 5 g, 상하방향으로 2 g의 가속도로 

규정하고 있다. 계산식은 핫셀 운반용기 하부가 고정된 방식인 원통형 운반용기에 

한 식을 이용하 다. 핫셀 운반용기 총 량은 인양장치 설계에서와 마찬가지로 

4,406 ㎏으로 가정하 으며, Table 3.2.2-64와 같은 Excel 로그램을 사용하여 결속

장치를 계산하 다.

  P Px Py  N

PxZcoscos sin
  

   
×cos×cos ×sin 
× × ×

    N

PyZcossin sin
  

   
×cos×sin  ×sin 
× ××

 

    N
  

  이때 결속 고리는, 운반용기의 충격완충체 상단에 아이볼트가, 철제 임 모서리

에는 아이 트가 있으며 동일하게 M20 이다. 아이볼트(eye bolt)는 외경 72 mm,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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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40 mm, 단면 직경이 16 mm 이며, 아이 트(eye nut)는 외경 72 mm, 내경 40 

mm, 단면 직경이 16 mm이다. 아이볼트의 단면 은 0.00020096 m
2 

로 계산되었다. 

결속고리에 작용하는 힘은 wire force로, 단력으로 작용한다. 결속고리에 작용하

는 단응력은 단력을 결속고리의 단면 으로 나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힘은 면의 2개 는 후면의 2개의 와이어에만 작용하므로 하나의 와이어

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다.

 




   

  


 
 

  

즉 결속 고리 하나당 받는 단응력은 179.71 MPa이다. 고리의 재질은 항복응력이 

260 MPa인  SS410이므로 결속 고리는 1.44의 안 율을 갖는다.

안전율  
 

 

따라서 결속 고리는 법 기 을 만족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 



- 266 -

Variables Equation and  unit Values

cylinderl package 　 　

package weight M [kg] 4406

package size 　 　

longitudinal length X [m] 1.27

horizontal width Y [m] 1.58

vertical height Z [m] 1.27

gravity g [m/sec2] 9.8

acceleration 　 　

longitudinal direction ax [m/sec2] 98

horizontal direction ay [m/sec2] 49

vertical direction az [m/sec2] 19.6

　 　 　

angle 　 　

vertical plane angle phi [radian] 1.047197551

horizontal plane angle alpha [radian] 0.785398163

　 　 　

longitudinal force Fx=Max 431788

horizontal force Fy=May 215894

vertical force Fz=Maz 86357.6

gravity force Fg=Mg 43178.8

　 　 　

X-direction moment 　 　

package moment Fx Z/2 + Fz X/2 391631.716

gravity moment Fg X/2 27418.538

wire horizontal force moment  4 Z cos phi cos alpha 1.796051224

wire vertical force moment  4 X sin phi 4.399409051

right moment sum 　 329022.456

Y-direction moment 　 　

package moment Fy Z/2 + Fz Y/2 205315.194

gravity moment Fg Y/2 34111.252

wire horizontal force moment 4Zcosphicos(pi/2-alpha) 1.796051224

wire vertical force moment 4Ysinphi 5.473280552

right moment sum 　 205315.194

　 　 　

x-direction force P1x [N] 48681.43844

y-direction force P1y [N] 23551.53779

　 　 　

wire force P=P1x + P1y [N] 72232.97622

Chock forces Fcx=Max-2P1x(cos phi cos alpha) 397365.0248

　 Fcy=May-2P2x(cos phi cos alpha) 199240.5479

lug 　 　

Yield Stress Sy[Pa](SS410) 260000000

　 　 　

lug outer diameter OD 0.072

lug inner diameter ID 0.04

lug section diameter d 0.016

I Ix=π*d⁴/64 3.21536E-09

A A=(π*d²)/4 0.00020096

M1 M1=P*cos(90-phi)*L 4504.002653

M2 M2=P*(cos(Phi))*(sin(45-alpha))*L 0

τ τ=P/2A 179719785.6

safety factor Sy/σ 1.446696585

Table 3.2.2-64 Specification of tie-dow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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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5 Tie-down device of transportation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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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량  무게 심

  핫셀 운반용기의 량  무게 심은 Table 3.2.2-65와 같다. 완충체의 량은 

약 676 kg, 핫셀 운반용기 본체는 약 4,150 kg의 량을 보 다. 운반내용물은  외부 

이스를 포함하여 약 22 kg의 량을 보 다. 무게 심은 완충체를 포함한 최  높

이 1584 mm의 간 치에 있었고 핫셀 운반용기의 바닥면을 기 으로 824 mm에 

치하 다.

구성요소 재질
량

[kg]

용기바닥면기

무게 심(mm)

824

완충체

Top
SA240 Type304 

+ Balsa wood
372

Bottom
SA240 Type304 

+ Balsa wood
304

Sub Total 676

용기

본체

Body Lead + K-Resin+
SA240 Type304

3060

Lid
Lead + K-Resin+
SA240 Type304 864

Cover SA240 Type304 226

Sub Total 4150

캐니

스터

Canister SA240 Type304 22

Sub Total 22

Total 4848

Table 3.2.2-65 Major components weights and center of g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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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질의 기계  특성

  핫셀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요 재질로는 완충용기 이스, 운반용기 본체  

뚜껑은 모두 스테인리스강 (SA240 Type 304와 동등한 재질)을 용하 다 완충체

는 Balsa wood를 용하 고, 핫셀 운반용기 본체의 체결을 한 볼트는 고장력강 

(SA193 B7과 동등한 재질)을 용하 다. 이들 주요 재질의 기계  특성인 탄성계

수, 항복응력, 인장강도  도는 Table 3.2.2-66에 나타내었다. 이들 재질의 기계  

특성은 ASME Section Ⅱ Part A  Part D를 참고하 다.

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GPa)

Yield

Strength

 (MPa)

Ultimate 

Strength

 (MPa)

Density

()

SA240 

Type304
200 205 515 7,900

SA193 B7 205.8 720 860 7,850

K-Resin 3.87 60.5 - 1,760

Balsa Wood 0.0874 5 16 106

Table 3.2.2-66 Mechanical properties of principal materials

  해석수행 이후 완료된 재료시험에서 취득한 K-resin의 구조물성치는 탄성계수가 

3 GPa, 항복강도가 77 MPa, 도가 1,615 kg/m
3
이다[3-8]. 해석에 사용된 값이 시

험값보다 E값은 크게, 항복강도는 작게, 도는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해석에 사용

된 E값이 실제값보다 크므로 동일한 변형에 지를 흡수하기 하여 변형률은 작게, 

응력은 크게 나오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응력평가 에서 보수성이 유지된다. 

한, 해석에 사용된 항복응력은 실제값보다 작으므로 해석시 보수성을 유지한다. 

일반 으로, K-Resin은 낙하, 열 등의 구조시험시 구조재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

한다. 따라서, K-Resin의 구조물성치가 해석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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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반용기 하 조합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하 조건은 교육 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와 Regulatory Guide 7.8에서 정의되어 있다. Table 3.2.2-67은 정상 운

반조건  운반 사고조건에 한 하 을 요약한 것이다.

기 용조건

기온도 일 조건 붕괴열 내압

38℃ -40℃ Max
Min

(zero)
Max

Min

(zero)
Max

Min

(zero)

 정상 운반조건 : 독립 으로 용

고온조건(38℃) ● ● ●

온조건(-40℃) ● ● ●

감소외압

(24.5 MPa)
● ● ● ●

증가외압

(140 MPa)
● ● ● ●

1.2 m 

자유낙하

고온 ● ● ●

온 ● ● ●

통 ● ● ● ●

 운반 사고조건 : 연속 으로 용

9 m 자유낙하 ● ● ● ●

열 ● ● ● ●

열조건(화재) ● ● ● ●

침수 기조건 없음

Table 3.2.2-67 Summary of load combination during normal and hypothetical 

accident transport condition 

  

* ● :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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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상운반조건

정상 운반조건에 한 안 성 입증 시험을 추후 실시할 정이며 정상운반조건

에서의 안 성 해석에 의한 평가결과를 본 에 기술하 다.

  정상운반조건에 한 응력평가를 해서 완충체를 포함한 핫셀 운반용기, 뚜껑 

 볼트는 탄소성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에서 각 방향의 응력평가와 볼트평가

를 통해 안 성을 평가하 다. 정상 운반조건에서의 평가항목은 고온, 온, 압력, 

감소외압, 증가외압, 1.2 m 자유낙하  통조건 등이 포함된다. 핫셀 운반용기의 

총 량은 약 4.4 톤으로 자유낙하높이는 1.2 m로 설정하 다. 정상운반조건에 한 

구조 건 성 평가는 크게 낙하  통조건 그리고 낙하  통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에 한 평가로 크게 구분되며, 낙하  통을 제외한 응력평가기 은 

Table 3.2.2-68과 같다. 

  Table 3.2.2-69는 핫셀 운반용기본체  뚜껑의 재료물성과 1.2 m 자유낙하  1 

m 통조건에서의 응력한계(stress limit)를 보여주고 있다. 핫셀 운반용기의 응력평

가 기 은 재질의 기계  특성에 의존하고 있다. 핫셀 운반용기의 재질 SA240 

Type304의 일차막응력 은 138 MPa를 과하지 말아야 하며, 일차굽힘응력

 는 207 MPa를 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차팽창응력 와 이차막응력

과 굽힘응력을 더한   는 414 MPa를 과해서는 안 된다.

Table 3.2.2-70은 볼트의 재료물성과 응력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볼트에 사용되는 재

질 SA193 B7의 단면 평균축응력 은  값인 482 MPa보다 작아야하고, 평균

단응력 은  값인 288 MPa보다 작아야 구조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

라서 정상 운반조건에서의 해석결과를 분석하여 핫셀 운반용기 본체  핫셀 운반

용기에 최  응력 발생한 곳에 SCL(Stress Classification Line)을 용하여 응력분석

을 수행하 다. 이 응력분석에서 도출된 응력성분을 응력한계와 비교하여 구조  

안 성을 평가하 다.

  Table 3.2.2-71은 정상 운반조건에서 낙하  통조건을 제외한 조건들의 응력한

계와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든 해석결과에서 최 응력이 응력한계를 과하

지 않았다. Table 3.2.2-72는 General Type, Table 3.2.2-73은 Sliding Type 그리고 

Table 3.2.2-74는 Rotational Type의 정상 운반조건에서 낙하 해석결과의 응력한계와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3.2.2-75는 General Type, Table 3.2.2-76은 Sliding 

Type 그리고 Table 3.2.2-77은 Rotational Type의 정상 운반조건에서 볼트의 낙하 해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3.2.2-78은 정상 운반조건에서 통 해석결과의 응력한계와 해석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모든 방향의 낙하  통 해석결과는 응력한계를 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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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정상 운반조건에서 구조  안 성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조건  재질

설계응력과 평가기

설계응력강도

 [MPa]

응력한계

[MPa]
평가기

고온

()
SA240 Type304 138 138 

온

()
SA240 Type304 138 138 

압력

()
SA240 Type304 138 138 

감소외압

()
SA240 Type304 138 138 

증가외압

()
SA240 Type304 138 138 

층

()
SA240 Type304 138 138 

Table 3.2.2-68 Stress intensity range and stress limitation for cask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without drop and penetration

* 고온  온 해석결과는 평가기  을 과 비교하여 건 성을 비교하지만, 

낙하  통해석결과에서 는 고온  온 해석결과의  의 값으로 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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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질

설계응력과 평가기

설계응력강도

 [MPa]

응력한계

[MPa]
평가기

일차 막응력

()

SA240 

Type304
138 138 

일차굽힘응력

( )

SA240 

Type304
138 207 

이차팽창응력

()

SA240 

Type304
138 414 

 이차막응력+굽힘응력

 
SA240 

Type304
138 414 

Table 3.2.2-69 Stress intensity range and stress limitation for cask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with drop and penetration

 

SA193 B7

볼트 설계응력과 평가기

설계응력강도

 [MPa]

항복강도

 [MPa]

응력한계

[MPa]
평가기

평균축응력

()
241 720 482 

평균 단응력

()
241 720 288 

Table 3.2.2-70 Stress intensity range and stress limitation for bolt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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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재질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해석결과

[MPa]

구조건 성

평가

고온

()

SA240 

Type304

용기본체 138 39.3 건

용기뚜껑 138 13.39 건

컨테이 138 9.22 건

온

()

SA240 

Type304

용기본체 138 8.75 건

용기뚜껑 138 2.11 건

컨테이 138 0.64 건

감소외압

()

SA240 

Type304

컨테이

본체
138 41.8 건

컨테이

뚜껑
138 18.3 건

증가외압

()

SA240 

Type304

컨테이

본체
138 82.7 건

컨테이

뚜껑
138 9.6 건

Table 3.2.2-71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without drop and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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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반조건(낙하  통)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용기본체 뚜껑

구조

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138 14.77 8.38 건

  207 17.26 15.90 건

 414 0.006 1.56 건

   414 73.82 73.27 건

뚜껑 

수직낙하

 138 35.83 49.58 건

  207 39.80 148.08 건

 414 0.005 32.08 건

   414 96.36 235.97 건

수평낙하

 138 77.52 77.78 건

  207 92.30 139.84 건

 414 0.019 16.92 건

   414 148.87 212.57 건

뚜껑 

무게 심낙하

 138 27.05 36.12 건

  207 31.91 96.23 건

 414 0.006 21.45 건

   414 88.47 173.49 건

경사낙하

(10˚)

 138 81.01 92.06 건

  207 82.16 125.77 건

 414 0.006 10.08 건

   414 138.72 191.66 건

Table 3.2.2-72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gener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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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반조건(낙하  통)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용기본체 뚜껑 컨테이

구조

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138 24.26 15.25 43.60 건

  207 24.26 19.65 43.60 건

 414 0 0.33 0 건

   414 80.81 75.79 57.64 건

뚜껑 

수직낙하

 138 37.37 50.94 0.30 건

  207 38.38 151.42 1.10 건

 414 0.005 32.99 0.17 건

   414 94.93 240.22 15.31 건

수평낙하

 138 94.91 81.23 96.48 건

  207 94.91 155.10 115.07 건

 414 0 19.01 13.22 건

   414 151.46 229.92 142.33 건

뚜껑 

무게 심낙하

 138 19.09 59.84 26.06 건

  207 21.59 129.18 31.83 건

 414 0.003 7.78 0.01 건

   414 78.14 192.77 45.88 건

경사낙하

(10˚)

 138 82.53 87.84 104.17 건

  207 82.53 126.81 104.17 건

 414 0 10.76 0 건

   414 139.08 193.41 118.21 건

Table 3.2.2-73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slid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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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반조건(낙하  통)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용기본체 뚜껑 컨테이

구조

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138 19.06 10.68 38.63 건

  207 21.43 20.30 38.63 건

 414 0 1.68 0 건

   414 77.98 77.79 52.67 건

뚜껑 

수직낙하

 138 46.03 55.14 27.25 건

  207 46.03 168.81 44.74 건

 414 0 39.48 0.09 건

   414 102.58 264.1 58.87 건

수평낙하

 138 245.61 76.48 103.73 건 1)

  207 254.30 139.42 10373 건 1)

 414 0.02 17.64 0 건

   414 310.87 212.87 117.77 건

뚜껑 

무게 심낙하

 138 20.38 51.21 34.88 건

  207 21.13 105.00 41.35 건

 414 0.002 2.01 1.64 건

   414 77.68 162.82 57.03 건

경사낙하

(10˚)

 138 110.88 56.75 138.31 건

  207 110.88 112.38 198.05 건

 414 0 18.18 0.14 건

   414 167.43 186.37 212.23 건

Table 3.2.2-74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of normal transport 

condition (rotation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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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반조건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해석결과

[MPa]

구조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222.63 건

용기뚜껑 182.88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6.92 건

용기뚜껑 0.18 건

뚜껑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212.2 건

용기뚜껑 359.87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18.5 건

용기뚜껑 28.71 건

수평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209.87 건

용기뚜껑 228.73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31.45 건

용기뚜껑 39.28 건

뚜껑 

무게 심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136.06 건

용기뚜껑 124.3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59.32 건

용기뚜껑 20.44 건

경사낙하(10˚)

평균축응력 

()
482

뚜껑 213.08 건

용기뚜껑 177.76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54.83 건

용기뚜껑 22.28 건

Table 3.2.2-75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bolt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gener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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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반조건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해석결과

[MPa]

구조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220.84 건

용기뚜껑 188.36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7.84 건

용기뚜껑 19.74 건

뚜껑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217.98 건

용기뚜껑 386.17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14.55 건

용기뚜껑 43.42 건

수평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399.21 건

용기뚜껑 233.31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33.07 건

용기뚜껑 41.23 건

뚜껑 

무게 심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162.87 건

용기뚜껑 103.68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30.08 건

용기뚜껑 3.51 건

경사낙하(10˚)

평균축응력 

()
482

뚜껑 201.95 건

용기뚜껑 184.34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40.88 건

용기뚜껑 22.21 건

Table 3.2.2-76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bolt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slid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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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반조건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해석결과

[MPa]

구조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221.92 건

용기뚜껑 183.31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0.93 건

용기뚜껑 0.62 건

뚜껑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218.82 건

용기뚜껑 369.83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19.36 건

용기뚜껑 49.5 건

수평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302.89 건

용기뚜껑 261.15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17.16 건

용기뚜껑 34.73 건

뚜껑 

무게 심낙하

평균축응력 

()
482

뚜껑 134.03 건

용기뚜껑 95.85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46.69 건

용기뚜껑 32.67 건

경사낙하(10˚)

평균축응력 

()
482

뚜껑 151.65 건

용기뚜껑 144.56 건

평균 단응력 

()
288

뚜껑 40.09 건

용기뚜껑 10.89 건

Table 3.2.2-77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bolt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rotation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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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반조건(낙하  통)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해석결과 [MPa] 구조

건 성 

평가용기본체 뚜껑 컨테이

측면 통

(Rotate

Type)

 138 10.05 0.51 0.54 건

  207 10.05 0.93 0.84 건

 414 0 0.13 0 건

   414 66.6 56.87 14.88 건

뚜껑 통

(Rotate

Type)

 138 6.29 15.20 0.32 건

  207 6.29 42.80 0.79 건

 414 0 43.67 0 건

   414 62.84 142.28 14.83 건

뚜껑 통

(Slide

Type)

 138 7.08 15.21 0.80 건

  207 20.05 33.53 0.80 건

 414 5.35 0.02 0 건

   414 81.95 89.36 14.84 건

뚜껑 통

(General

Type)

 138 16.02 5.21 - 건

  207 19.61 10.14 - 건

 414 0.005 0.002 - 건

   414 76.16 65.95 - 건

Table 3.2.2-78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penetration during normal 

transport condition  (rotation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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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운반사고조건

  운반사고조건에 한 응력평가를 해서 완충체를 포함한 핫셀 운반용기, 뚜

껑  볼트는 탄소성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에서 각 방향의 응력평가와 볼트

평가를 통해 안 성을 평가하 다. 운반 사고조건에서의 평가항목은 9 m 자유낙하, 

1 m 열  800 ℃ 화재조건 등이 포함된다.

  Table 3.2.2-79는 용기본체  뚜껑의 재료물성과 응력제한값(stress limit)을 보여

주고 있다. 본체재질로 사용하는 SA240 Type304의 일차막응력 은 0.7Su 와 

2.4Sm 에서 작은 값인 331 MPa을 과하지 말아야 하며, 일차굽힘응력  

는 497 MPa을 과해서는 안 된다.

  Table 3.2.2-80은 볼트의 재료물성과 응력제한값을 보여주고 있다. 볼트에 사용되

는 재질 SA193 B7의 단면 평균축응력 은   값인 602 MPa보다 작아야하고, 

평균 단응력 은   값인 361.2 MPa보다 작아야 구조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운반 사고조건에서의 해석결과를 분석하여 본체  용기에 최  응력

이 발생하는 곳에 SCL(Stress Classification Line)을 용하여 응력분석을 수행하

다. 이 응력분석에서 도출된 응력성분을 응력제한값과 비교하여 구조  안 성을 

평가하 다.

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and Stress Limit(MPa)

Design 
Stress 

Intensity 
()

Yield
Strength 

()

Ultimate 
Strength 

()
작은 값 용

일차

막응력

()

SA240 
Type304 138 205 515

0.7Su 2.4Sm

360.5 331.2

 

일차굽힘

응력

( )

SA240 
Type304

138 205 515

3.6Sm 1.0Su

497 515

Table 3.2.2-79 Stress intensity range and stress limitation for cask during 

hypothetical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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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193 B7

Mechanical properties and Stress Limit(MPa)

Design Stress 

Intensity ()

Yield

Strength ()

Ultimate 

Strength ()
작은 값 용

평균축응력

()
241 720 860

 

723 602

평균 단응력

()
241 720 860

 

361.2 432

Table 3.2.2-80 Stress intensity range and stress limitation for bolt during 

hypothetical accident condition 

  (가) 9 m 자유낙하 해석 

   운반 사고조건 자유낙하 산해석은 9 m 낙하를 수행하 으며 핫셀 운반

용기 자세에 따라 바닥수직, 뚜껑수직, 수평, 무게 심  경사방향의 낙하에 해

서 ABAQUS/Explicit 6.7-1을 사용하여 해석하 다. 해석모델은 심축에 해 칭

이므로 1/2 칭으로 모델링하 으며, 모델링은 핫셀 운반용기 본체, 뚜껑, 완충체 

이스, 완충체, 볼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델은 (node)이 398,090 개로 이루

어진 C3D8R 육면체 요소(solid element)를 289,788 개를 사용하 다. 스테인리스강

의 소성 변형율과 소성 응력에 한 기계  특성값을 산해석에 용할 때 최  

연신률에서 인장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주요 재질의 특성은 Table 3.2.2-66

에 제시된 값을 용하 다. 해석모델에서 기하 조건은 핫셀 운반용기의 낙하높

이 9 m에 해당하는 기속도 13.288 m/s와 력가속도를 용하 다.

      ⓛ 바닥 수직낙하

          핫셀 운반용기의 9m 바닥 수직낙하 해석은 핫셀 운반용기가 수직 자세

로 바닥면이 먼  타격면과 수평하게 충돌하는 순간을 해석하 으며 체 해석시간

은 30 ms이다. Fig. 3.2.2-16은 바닥수직낙하 유한요소해석 모델로 칭성을 고려하

여 1/2 모델을 사용하 고, 사용 재질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색상별로 구

분된 구성품별로 서로 다른 재질특성을 용하 다. 본체, 뚜껑  볼트는 탄소성 

물성을 용하 다. 바닥면은 항복이 없는 강체 바닥(unyielding surface)으로 가정

하여 용하 다. 바닥 수직낙하에서의 에 지선도는 Fig. 3.2.2-17과 같다. 총에 지

는 4.406 톤 질량의 물체가 9m 높이에 치했을 때의 치에 지 389,005.74 J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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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모델일 경우 총에 지는 194,502.87 J이다. 이는 에 지선도의 총에 지 

218,978 J과 약 12.5%의 오차를 보인다. 에 지선도에서 운동에 지와 내부에 지를 

분석한 결과 용기가 바닥면과 충돌 후 약 8.5 ms에서 최  충격에 지가 발생하

다. 완충체를 포함한 핫셀 운반용기에 발생된 Tresca 응력분포는 Fig. 3.2.2-18과 같

다. 그림에서 응력분포는 하부 완충체  용기 본체와 하는 부분에 집 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닥 수직낙하 해석결과  스틸 구조물의 응력분포는 Fig. 3.2.2-19에 나타내었으

며 Fig. 3.2.2-20은  뚜껑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21은  뚜

껑  본체 뚜껑의 볼트부분 응력분포 나타내고 있으며, Fig. 3.2.2-22는 핫셀 운반

용기 격납경계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23은 핫셀 운반용기 뚜껑 회

핀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16 Drop analysis model for bottom-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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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7 Energy time-history for bottom-end on drop

Fig. 3.2.2-18 Total stress contour for bottom-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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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9 Stress contour of cask for bottom-end on drop

Fig. 3.2.2-20 Stress contour of sealed cover for bottom-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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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1 Stress contour of bolt for bottom-end on drop

 

Fig. 3.2.2-22 Stress contour of containment boundary for 

bottom-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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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3 Stress contour of lid rotating pin for bottom-end 

on drop

  Table 3.2.2-81은 볼트를 제외한 격납경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지 에서의 응

력선형화를 수행한 결과와 응력평가기 을 나타내고 있다. 낙하해석 결과의 응력들

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Table 3.2.2-82는 인장방향의 하  해석결과와 낙하충격 시 최  인장응력이 발

생했을 때의 해석결과에서 축방향의 평균응력과 단방향의 평균응력을 정리한 것

이다. 해석결과에서 나타난 축과 단방향의 응력들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따라서 바닥 수직낙하에서의 핫셀 운반용기는 구조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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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240 Type 304
해석결과 [MPa]

  

응력제한[MPa] 331 497

용기본체 275.27 275.27

뚜껑 2.47 96.99

컨테이 178.32 178.32

Table 3.2.2-81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bottom-end on

              drop

SA193 B7 응력제한 [MPa]

해석결과 [MPa]

Bolt
Pre load 

해석결과

낙하해석결

과
Total

평균축응력

()
   602

뚜껑 220.76 4.97 225.73

용기뚜껑 176.39 -4.66 171.73

평균 단응력

()
  361.2

뚜껑 0.32 10.22 10.54

용기뚜껑 0.12 31.86 31.98

Table 3.2.2-82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of bolt for

              bottom-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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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뚜껑 수직낙하

       핫셀 운반용기의 9 m 뚜껑 수직낙하 해석은 핫셀 운반용기가 수직 자세로 

뚜껑면이 먼  타격면과 수평하게 충돌하는 순간을 해석하 으며 체 해석시간은 

30 ms이다. Fig. 3.2.2-24는 뚜껑 수직낙하 유한요소해석 모델로 칭성을 고려하여 

1/2 모델을 사용하 고, 사용 재질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색상별로 구분

된 구성품별로 서로 다른 재질특성을 용하 다. 본체, 뚜껑  볼트는 탄소성 물

성을 용하 다. 바닥면은 항복이 없는 강체 바닥(unyielding surface)으로 가정하

여 용하 다. 뚜껑 수직낙하에서의 에 지선도는 Fig. 3.2.2-25와 같다. 총에 지는 

4.406 톤 질량의 물체가 9m 높이에 치했을 때의 치에 지 389,005.74 J로 1/2 

해석모델일 경우 총에 지는 194,502.87 J이다. 이는 에 지선도의 총에 지 218,978 

J과 약 12.5%의 오차를 보인다. 에 지선도에서 운동에 지와 내부에 지를 분석한 

결과 용기가 바닥면과 충돌 후 약 7.6 ms에서 최  충격에 지가 발생하 다. 완충

체를 포함한 핫셀 운반용기에 발생된 Tresca 응력분포는 Fig. 3.2.2-26과 같다. 그림

에서 응력분포는 내부 컨테이 와 용기 본체가 하는 부분에 집 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뚜껑 수직낙하 해석결과  스틸 구조물의 응력분포는 Fig. 3.2.2-27에 나타내었으

며 Fig. 3.2.2-28은  뚜껑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29는  뚜

껑  본체 뚜껑의 볼트부분 응력분포 나타내고 있으며, Fig. 3.2.2-30은 핫셀 운반

용기 격납경계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31은 핫셀 운반용기 뚜껑 회

핀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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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4 Drop analysis model for top-end on drop

Fig. 3.2.2-25 Energy time-history for top-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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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6 Total stress contour for top-end on drop

Fig. 3.2.2-27 Stress contour of cask for top-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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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8 Stress contour of sealed cover for top-end on drop

Fig. 3.2.2-29 Stress contour of bolt for top-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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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0 Stress contour of containment boundary for top-end on drop

Fig. 3.2.2-31 Stress contour of lid rotating pin for top-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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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2-83은 볼트를 제외한 격납경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지 에서의 응

력선형화를 수행한 결과와 응력평가기 을 나타내고 있다. 낙하해석 결과 응력제한

치를 넘는 최 응력이 용기본체의 회 핀 부근에서 발생하 다. 뚜껑수직낙하시 이 

치에서 회 핀과의 충돌로 인해 매우 국부 으로 높은 응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치는 격납경계를 형성하는 O-ring 안쪽에 치하고 있고, 최 변형량은 0.0932 

mm로 매우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격납경계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단된다. 격

납경계의 유지여부는 최종 으로 안 성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Table 3.2.2-84는 인장방향의 하  해석결과와 낙하충격 시 최  인장응력이 발

생했을 때의 해석결과에서 축방향의 평균응력과 단방향의 평균응력을 정리한 것

이다. 해석결과에서 나타난 축과 단방향의 응력들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따라서 뚜껑 수직낙하에서의 핫셀 운반용기는 구조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A240 Type 304
해석결과 [MPa]

  

응력제한[MPa] 331 497

용기본체 412.11 412.11

뚜껑 94.55 382.39

컨테이 40.30 128.26

Table 3.2.2-83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top-end on drop

SA193 B7 응력제한 [MPa]

해석결과 [MPa]

Bolt
Pre load 

해석결과

낙하해석결

과
Total

평균축응력

()
   602

뚜껑 220.76 -135.39 85.37

용기뚜껑 176.39 402.77 579.16

평균 단응력

()
  361.2

뚜껑 0.32 52.01 52.33

용기뚜껑 0.12 -37.12 -37

Table 3.2.2-84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of bolt for top-end on 

drop



- 296 -

    ③ 수평낙하

         핫셀 운반용기의 9m 수평낙하 해석은 핫셀 운반용기가 수평 자세로 측면

이 먼  타격면과 수평하게 충돌하는 순간을 해석하 으며 체 해석시간은 30 ms

이다. Fig. 3.2.2-32는 수평낙하 유한요소해석 모델로 칭성을 고려하여 1/2 모델을 

사용하 고, 사용 재질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색상별로 구분된 구성품별

로 서로 다른 재질특성을 용하 다. 본체, 뚜껑  볼트는 탄소성 물성을 용하

다. 바닥면은 항복이 없는 강체 바닥(unyielding surface)으로 가정하여 용하

다. 수평낙하에서의 에 지선도는 Fig. 3.2.2-33과 같다. 총에 지는 4.406 톤 질량의 

물체가 9m 높이에 치했을 때의 치에 지 389,005.74 J로 1/2 해석모델일 경우 

총에 지는 194,502.87 J이다. 이는 에 지선도의 총에 지 218,978 J과 약 12.5%의 

오차를 보인다. 에 지선도에서 운동에 지와 내부에 지를 분석한 결과 용기가 바

닥면과 충돌 후 약 10.5 ms에서 최  충격에 지가 발생하 다. 완충체를 포함한 

핫셀 운반용기에 발생된 Tresca 응력분포는 Fig. 3.2.2-34와 같다. 그림에서 응력분포

는 하부 완충체와 용기 본체가 하는 외부 이싱에 집 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평낙하 해석결과  스틸 구조물의 응력분포는 Fig. 3.2.2-35에 나타내었으며 

Fig. 3.2.2-36은  뚜껑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37은  뚜껑 

 본체 뚜껑의 볼트부분 응력분포 나타내고 있으며, Fig. 3.2.2-38은 핫셀 운반용기 

격납경계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39는 핫셀 운반용기 뚜껑 회 핀

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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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2 Drop analysis model for horizontal drop

Fig. 3.2.2-33 Energy time-history for horizonta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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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4 Total stress contour for horizontal drop

Fig. 3.2.2-35 Stress contour of cask for horizonta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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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6 Stress contour of sealed cover for horizontal drop

Fig. 3.2.2-37 Stress contour of bolt for horizonta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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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8 Stress contour of containment boundary for horizontal drop)

 

Fig. 3.2.2-39 Stress contour of lid rotating pin for horizonta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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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2-85는 볼트를 제외한 격납경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지 에서의 응

력선형화를 수행한 결과와 응력평가기 을 나타내고 있다. 낙하해석 결과의 응력들

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Table 3.2.2-86은 인장방향의 하  해석결과와 낙하충격 시 최  인장응력이 발

생했을 때의 해석결과에서 축방향의 평균응력과 단방향의 평균응력을 정리한 것

이다. 해석결과에서 나타난 축과 단방향의 응력들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따라서 수평낙하에서의 핫셀 운반용기는 구조  건 성이 유지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A240 Type 304
해석결과 [MPa]

  

응력제한[MPa] 331 497

용기본체 195.84 231.93

뚜껑 238.02 393.79

컨테이 71.98 153.29

Table 3.2.2-85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horizontal drop

SA193 B7 응력제한 [MPa]

해석결과 [MPa]

Bolt
Pre load 

해석결과

낙하해석결

과
Total

평균축응력

()
   602

뚜껑 220.76 102.98 323.74

용기뚜껑 176.39 223.21 399.6

평균 단응력

()
  361.2

뚜껑 0.32 -148.40 -148.08

용기뚜껑 0.12 -71.98 -71.86

Table 3.2.2-86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of bolt for horizonta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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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뚜껑 무게 심낙하

         핫셀 운반용기의 9m 뚜껑 무게 심낙하 해석은 핫셀 운반용기의 무게

심 과 뚜껑 모서리가 수직이 되는 자세로 바닥면에 충돌하는 것을 해석하 다. 

체 해석시간은 30 ms이다. Fig. 3.2.2-40은 뚜껑 무게 심낙하 유한요소해석 모델로 

칭성을 고려하여 1/2 모델을 사용하 고, 사용 재질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색상별로 구분된 구성품별로 서로 다른 재질특성을 용하 다. 본체, 뚜껑  

볼트는 탄소성 물성을 용하 다. 바닥면은 항복이 없는 강체 바닥(unyielding 

surface)으로 가정하여 용하 다. 뚜껑 무게 심낙하에서의 에 지선도는 Fig. 

3.2.2-41과 같다. 총에 지는 4.406 톤 질량의 물체가 9m 높이에 치했을 때의 

치에 지 389,005.74 J로 1/2 해석모델일 경우 총에 지는 194,502.87 J이다. 이는 에

지선도의 총에 지 218,978 J과 약 12.5%의 오차를 보인다. 에 지선도에서 운동

에 지와 내부에 지를 분석한 결과 용기가 바닥면과 충돌 후 약 21 ms에서 최  

충격에 지가 발생하 다. 완충체를 포함한 핫셀 운반용기에 발생된 Tresca 응력분

포는 Fig. 3.2.2-42와 같다. 그림에서 응력분포는  뚜껑의 측면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뚜껑 무게 심낙하 해석결과  스틸 구조물의 응력분포는 Fig. 3.2.2-43에 나타내

었으며 Fig. 3.2.2-44는  뚜껑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45는  

뚜껑  본체 뚜껑의 볼트부분 응력분포 나타내고 있으며, Fig. 3.2.2-46은 핫셀 운

반용기 격납경계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47은 핫셀 운반용기 뚜껑 

회 핀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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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0 Drop analysis model for corner drop

Fig. 3.2.2-41 Energy time-history for corne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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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2 Total stress contour for corner drop

Fig. 3.2.2-43 Stress contour of cask for corne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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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4  Stress contour of sealed cover for corner drop

Fig. 3.2.2-45 Stress contour of bolt for corne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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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6 Stress contour of containment boundary for corner drop

Fig. 3.2.2-47 Stress contour of lid rotating pin for corne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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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2-87은 볼트를 제외한 격납경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지 에서의 응

력선형화를 수행한 결과와 응력평가기 을 나타내고 있다. 낙하해석 결과의 응력들

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Table 3.2.2-88은 인장방향의 하  해석결과와 낙하충격 시 최  인장응력이 발

생했을 때의 해석결과에서 축방향의 평균응력과 단방향의 평균응력을 정리한 것

이다. 해석결과에서 나타난 축과 단방향의 응력들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따라서 뚜껑 무게 심낙하에서의 핫셀 운반용기는 구조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A240 Type 304
해석결과 [MPa]

  

응력제한[MPa] 331 497

용기본체 111.56 111.56

뚜껑 177.55 340.73

컨테이 94.07 94.07

Table 3.2.2-87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coner drop

SA193 B7 응력제한 [MPa]

해석결과 [MPa]

Bolt
Pre load 

해석결과

낙하해석결

과
Total

평균축응력

()
   602

뚜껑 220.76 -300.66 -79.9

용기뚜껑 176.39 -248.30 -71.91

평균 단응력

()
  361.2

뚜껑 0.32 40.54 40.86

용기뚜껑 0.12 48.61 48.73

Table 3.2.2-88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of bolt for corne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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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경사낙하 

         핫셀 운반용기의 9m 경사낙하 해석은 핫셀 운반용기가 10도 기울어진 상

태로 하부면이 먼  타격면과 충돌한 후 상부면이 2차 충돌을 일으키는  순간을 해

석하 으며 체 해석시간은 30ms이다. Fig. 3.2.2-48은 경사낙하 유한요소해석 모델

로 칭성을 고려하여 1/2 모델을 사용하 고, 사용 재질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바

와 같이 색상별로 구분된 구성품별로 서로 다른 재질특성을 용하 다. 본체, 뚜껑 

 볼트는 탄소성 물성을 용하 다. 바닥면은 항복이 없는 강체 바닥(unyielding 

surface)으로 가정하여 용하 다. 경사낙하에서의 에 지선도는 Fig. 3.2.2-49와 같

다. 총에 지는 4.406 톤 질량의 물체가 9m 높이에 치했을 때의 치에 지 

389,005.74 J로 1/2 해석모델일 경우 총에 지는 194,502.87 J이다. 이는 에 지선도

의 총에 지 218,978 J과 약 12.5%의 오차를 보인다. 에 지선도에서 운동에 지와 

내부에 지를 분석한 결과 용기가 바닥면과 충돌 후 약 24.5 ms에서 최  충격에

지가 발생하 다. 완충체를 포함한 핫셀 운반용기에 발생된 Tresca 응력분포는 Fig. 

3.2.2-50과 같다. 그림에서 응력분포는  뚜껑의 측면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

다. 

  경사낙하 해석결과  스틸 구조물의 응력분포는 Fig. 3.2.2-51에 나타내었으며 

Fig. 3.2.2-52는  뚜껑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53은  뚜껑 

 본체 뚜껑의 볼트부분 응력분포 나타내고 있으며, Fig. 3.2.2-54는 핫셀 운반용기 

격납경계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55는 핫셀 운반용기 뚜껑 회 핀

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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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8 Drop analysis model for oblique drop

Fig. 3.2.2-49 Energy time-history for bottom-end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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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0 Total stress contour for oblique drop

Fig. 3.2.2-51 Stress contour of cask for obliqu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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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2 Stress contour of sealed cover for oblique drop

Fig. 3.2.2-53 Stress contour of bolt for obliqu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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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4 Stress contour of containment boundary for oblique drop

Fig. 3.2.2-55 Stress contour of lid rotating pin for obliqu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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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2-89는 볼트를 제외한 격납경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지 에서의 응

력선형화를 수행한 결과와 응력평가기 을 나타내고 있다. 낙하해석 결과의 응력들

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Table 3.2.2-90은 인장방향의 하  해석결과와 낙하충격 시 최  인장응력이 발

생했을 때의 해석결과에서 축방향의 평균응력과 단방향의 평균응력을 정리한 것

이다. 해석결과에서 나타난 축과 단방향의 응력들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따라서 경사낙하에서의 핫셀 운반용기는 구조  건 성이 유지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A240 Type 304
해석결과 [MPa]

  

응력제한[MPa] 331 497

용기본체 231.08 231.08

뚜껑 295.75 452.77

컨테이 157.74 169.77

Table 3.2.2-89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oblique drop

SA193 B7 응력제한 [MPa]

해석결과 [MPa]

Bolt
Pre load 

해석결과

낙하해석결

과
Total

평균축응력

()
   602

뚜껑 220.76 -176.10 44.66

용기뚜껑 176.39 -53.49 122.9

평균 단응력

()
  361.2

뚜껑 0.32 -77.36 -77.04

용기뚜껑 0.12 -39.81 -39.69

Table 3.2.2-90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of bolt for obliqu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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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낙하해석 결과요약 

에서는 회 개폐형 뚜껑 형식에 한 낙하해석을 기술하 으며, Table 

3.2.2-91은 General Type, Table 3.2.2-92는 Sliding Type 그리고 Table 3.2.2-93은 

Rotational Type의 운반 사고조건에서 낙하 해석결과의 응력한계값과 해석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3.2.2-94는 General Type, Table 3.2.2-95는 Sliding 

Type 그리고 Table 3.2.2-96은 Rotational Type의 운반 사고조건에서 볼트의 낙하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계산된 응력들이 응력제한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낙하사고

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운반 사고조건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용기본체 뚜껑

구조

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331 291.53 34.71 건

  497 291.53 65.03 건

뚜껑 수직낙하
 331 272.44 72.97 건

  497 272.44 294.41 건

수평낙하
 331 186.68 252.90 건

  497 221.45 412.51 건

뚜껑 

무게 심낙하

 331 106.13 197.58 건

  497 117.62 455.97 건

경사낙하

(10˚)

 331 231.49 276.21 건

  497 231.49 413.53 건

Table 3.2.2-91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during 9m drop        

(gener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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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사고조건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용기본체 뚜껑 컨테이

구조

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331 225.55 31.28 181.26 건

  497 233.64 39.09 181.26 건

뚜껑 수직낙하
 331 360.40 52.90 89.16 건

1)

  497 360.40 299.20 297.06 건

수평낙하
 331 203.62 263.02 104.28 건

  497 241.33 432.74 127.66 건

뚜껑 

무게 심낙하

 331 110.18 179.47 58.59 건

  497 116.48 333.96 65.21 건

경사낙하

(10˚)

 331 250.39 204.29 198.00 건

  497 250.39 234.53 244.53 건

Table 3.2.2-92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during 9m drop 

(sliding type)

※  
1)

 O-ring 안쪽 발생, 최 변형량이 미미하여 격납경계를 훼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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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사고조건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용기본체 뚜껑 컨테이

구조

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331 275.27 2.47 178.32 건

  497 275.27 96.99 178.32 건

뚜껑 수직낙하
 331 412.11 94.55 40.30 건

1)

  497 412.11 382.39 128.26 건

수평낙하
 331 195.84 238.02 71.98 건

  497 231.93 393.79 153.29 건

뚜껑 

무게 심낙하

 331 111.56 177.55 94.07 건

  497 111.56 340.73 94.07 건

경사낙하

(10˚)

 331 231.08 295.75 157.74 건

  497 231.08 452.77 169.77 건

Table 3.2.2-93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during 9m drop        

(rotational type)

※  
1)

 O-ring 안쪽 발생, 최 변형량이 미미하여 격납경계를 훼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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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사고조건

응력한계값과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뚜껑 용기뚜껑
구조

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602 236.4 138.21 건

평균 단응력() 361.2 1.49 16.06 건

뚜껑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602 46.15 515.84 건

평균 단응력() 361.2 122.1 65.18 건

수평낙하

평균축응력() 602 473.79 333.26 건

평균 단응력() 361.2 146.51 58.89 건

뚜껑 

무게 심낙하

평균축응력() 602 71.61 91.87 건

평균 단응력() 361.2 118.46 69.09 건

경사낙하

(10˚)

평균축응력() 602 20.35 186.05 건

평균 단응력() 361.2 122.46 50.49 건

Table 3.2.2-94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bolt during 9m     

drop (gener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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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사고조건

응력한계값과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뚜껑 용기본체
구조

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602 227.09 171.32 건

평균 단응력() 361.2 1.01 25.36 건

뚜껑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602 76.43 500.98 건

평균 단응력() 361.2 53.42 33.24 건

수평낙하

평균축응력() 602 449.52 303.26 건

평균 단응력() 361.2 161.33 124.79 건

뚜껑 

무게 심낙하

평균축응력() 602 40.9 68.34 건

평균 단응력() 361.2 111.27 80.58 건

경사낙하

(10˚)

평균축응력() 602 78.19 211.93 건

평균 단응력() 361.2 8.54 86.25 건

Table 3.2.2-95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bolt during 9m     

drop (slid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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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사고조건

응력한계값과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뚜껑 용기본체
구조

건 성 
평가

바닥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602 225.73 171.73 건

평균 단응력() 361.2 10.54 31.98 건

뚜껑 

수직낙하

평균축응력() 602 85.37 579.16 건

평균 단응력() 361.2 52.33 37 건

수평낙하

평균축응력() 602 323.74 399.6 건

평균 단응력() 361.2 148.08 71.86 건

뚜껑 

무게 심낙하

평균축응력() 602 79.9 71.91 건

평균 단응력() 361.2 40.86 48.73 건

경사낙하

(10˚)

평균축응력() 602 44.66 122.9 건

평균 단응력() 361.2 77.04 39.69 건

Table 3.2.2-96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bolt during 9m     

drop  (Rotation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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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 m 열해석 

핫셀 운반용기의 열시험조건은 자유낙하시험 후 손상을 가장 크게 받을 것

이라고 단되는 부분에 하여 열 을 낙하하여 안 성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

험조건은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 면에 길이 20 cm, 직경 15±0.5 cm, 상단부 가장자

리는 반경 6 mm로 둥 게 제작된 연강재질의 열 을 수직으로 고정한 후 핫셀 

운반용기를 1 m 높이에서 최 의 손상을 일으키도록 낙하시킨다. 열시험의 산

해석의 조건은 강체로 모델링한 열  에 핫셀 운반용기의 낙하높이 1 m에 해

당하는 치에 지와 동등한 기속도 4.429 m/s로 용하 으며 해석에는 

ABAQUS/Explicit 6.7-1을 사용하 다. 총에 지는 4.406 톤 질량의 물체가 1 m 높

이에 치했을 때의 치에 지 43222.86 J로 1/2 해석모델일 경우 총에 지는 

21611.43 J이다. 이는 에 지선도의 총에 지 22000 J과 약 1.76%의 오차를 보인다. 

    ① 수평 열해석  

1 m 수평 열 해석은 핫셀 운반용기가 수평 자세로 열  상단에 충돌하

는 해석이며 해석은 약 30 ms 동안 수행하 다. Fig. 3.2.2-56은 수평 열 유한요소

해석 모델로 칭성을 고려하여 1/2 모델을 사용하 고, 사용 재질에 따라 그림에

서 보는바와 같이 색상별로 구분된 구성품별로 서로 다른 재질특성을 용하 다. 

본체, 뚜껑  볼트는 탄소성 물성을 용하 다. 

Fig. 3.2.2-57은 수평 열에서의 에 지선도를 보여 다. 에 지선도에서 운동에

지와 내부에 지를 분석한 결과 용기가 바닥면과 충돌 후 약 24 ms에서 최  충격

에 지가 발생하 다. 완충체를 포함한 핫셀 운반용기에 발생된 Tresca 응력분포는 

Fig. 3.2.2-58과 같다. 

  수평 열 해석결과  스틸 구조물의 응력분포는 Fig. 3.2.2-59에 나타내었으며 

Fig. 3.2.2-60은 내부 컨테이 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61은  뚜

껑  본체 뚜껑의 볼트부분 응력분포 나타내고 있으며, Fig. 3.2.2-62는 핫셀 운반

용기 격납경계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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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6 Puncture analysis model for side puncture

Fig. 3.2.2-57 Energy time-history for side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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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8 Total stress contour for side puncture

Fig. 3.2.2-59 Stress contour of cask body for side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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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0 Stress contour of sealed cover for side puncture

Fig. 3.2.2-61 Stress contour of bolt for side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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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2. Stress contour of containment boundary for side puncture

  Table 3.2.2-97은 볼트를 제외한 격납경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지 에서의 응

력선형화를 수행한 결과와 응력평가기 을 나타내고 있다. 열해석 결과 응력제한

치를 넘는 최 응력이 열 과 직  타격하는 용기본체의 외  이싱에서 발생하

다. 그러나, 이 치는 격납경계에서 떨어져 있으며 ASME Code에서 열  직

경의 1.5배 내에 치하므로 응력한계가 용되는 치가 아니다. 열 에 타격되

는 부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최 응력값이 응력한계값을 만족한다. 격납경

계의 유지여부는 최종 으로 안 성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SA240 Type 304
해석결과 [MPa]

  

응력제한[MPa] 331 497

용기본체 420.61 420.61

뚜껑 93.38 229.48

컨테이 146.66 146.66

Table 3.2.2-97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side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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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뚜껑 열해석 

핫셀 운반용기의 1 m 뚜껑 열 해석은 핫셀 운반용기를 수직으로 세워 1 m 

높이에서 뚜껑부 와 열 이 충돌하는 해석이며 해석은 약 30ms 동안 수행하

다. Fig. 3.2.2-63은 뚜껑 열 유한요소해석 모델로 칭성을 고려하여 1/2 모델을 

사용하 고, 사용 재질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색상별로 구분된 구성품별

로 서로 다른 재질특성을 용하 다. 본체, 뚜껑  볼트는 탄소성 물성을 용하

다. 뚜껑 열에서의 에 지선도는 Fig. 3.2.2-64와 같다. 에 지선도에서 운동에

지와 내부에 지를 분석한 결과 용기가 바닥면과 충돌 후 약 23 ms에서 최  충격

에 지가 발생하 다. 완충체를 포함한 핫셀 운반용기에 발생된 Tresca 응력분포는 

Fig. 3.2.2-65와 같다. 

  뚜껑 열 해석결과  스틸 구조물의 응력분포는 Fig. 3.2.2-66에 나타내었으며 

Fig. 3.2.2-67은  뚜껑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68은  뚜껑 

 본체 뚜껑의 볼트부분 응력분포 나타내고 있으며, Fig. 3.2.2-69는 핫셀 운반용기 

격납경계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63 Puncture analysis model for lid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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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4 Energy time-history for lid puncture

Fig. 3.2.2-65 Total stress contour for lid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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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6 Stress contour of cask body for lid puncture

Fig. 3.2.2-67 Stress contour of sealed cover for lid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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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8 Stress contour of bolt for lid puncture

Fig. 3.2.2-69 Stress contour of containment boundary for lid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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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2-98은 볼트를 제외한 격납경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지 에서의 응

력선형화를 수행한 결과와 응력평가기 을 나타내고 있다. 열해석 결과의 응력들

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따라서 뚜껑 열낙하에서의 

핫셀 운반용기는 구조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A240 Type 304
해석결과 [MPa]

  

응력제한[MPa] 331 497

용기본체 90.67 91.70

뚜껑 13.60 287.54

컨테이 8.39 8.39

Table 3.2.2-98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for lid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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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열해석 요약  

Table 3.2.2-99는 운반 사고조건에서 열 해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든 방

향의 열해석 결과는 응력한계값을 과하지 않았다. 열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

는 구조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운반 사고조건

응력한계와 해석결과

응력한계

[MPa]
용기본체 뚜껑 컨테이

구조

건 성 

평가

Gener

al

Type

수평 열
 331 431.92 104.01 - 건 1)

  497 431.92 244.41 - 건

뚜껑 열
 331 58.43 8.05 - 건

  497 73.03 116.02 - 건

Slide

Type

수평 열
 331 472.68 97.49 153.42 건 1)

  497 472.68 244.12 153.42 건

뚜껑 열
 331 38.39 16.38 18.61 건

  497 40.79 344.06 18.61 건

Rotate

Type

수평 열
 331 420.61 93.38 146.66 건

1)

  497 420.61 229.48 146.66 건

뚜껑 열
 331 90.67 13.60 8.39 건

  497 91.70 287.54 8.39 건

Table 3.2.2-99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during 1m puncture

※  
1)

 열핀 부근에서 국부 으로 발생, 격납경계에서 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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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800 ℃ 화재사고 조건  

   핫셀 운반용기가 800 °C의 화염에 30 분간 노출된 후 자연 냉각되는 화재사

고조건에 하여 열응력해석을 수행하여 구조  건 성을 분석하 다. 열응력해석

을 한 하 조건은 열평가 분야에서 구한 화재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온도분포

를 용하 으며, 기온도는 기온도인 20 ℃로 고려하 다. 

열응력해석은 ABAQUS/Standard 6.7.1 을 사용하 으며, 해석모델은 정상운반조

건 열응력해석에서 사용된 모델을 동일하게 용하 다. 해석에 필요한 재질의 물

성치인 열팽창계수  탄성계수 등은 ASME section II의 part D 의 자료를 사용하

으며, 모든 재질은 탄소성 변형을 고려하 다.

Fig. 3.2.2-70 ~ 3.2.2-73은 화재사고조건에 한 시간별 Tresca 응력분포와 최  응력

을 나타낸다. 최  열응력은 용기 본체와 뚜껑부에서는 화재가 시작된 후 30분에서 

발생하 으며, 내부컨테이 에서는 화재가 시작된 후 120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각 부분의 최 응력 값을 Table 3.2.2-100에 나타내었다. 

Regulatory Guide 7.6 혹은 ASME Section III Div. 3에 따르면 열응력은 이차 

응력으로 분류되어 자체에 한 응력 제한 기 은 없으며, 일차 응력과 합산하여 

계산하 을 때 응력제한 값은 응력강도의 3.6 배(3.6Sm) 혹은 최  인장강도(Su) 

에서 작은 값이다. 

화재사고조건에서 일차응력과 열응력의 합은 내부 컨테이 , 용기 본체  뚜껑

부에서 각각 30.29 MPa, 356.21 MPa, 343.05MPa 이다. Table 3.2.2-101과 같이 운반

용기의 재질인 스테인리스강의 최 인장강도  응력강도의 3.6 배(3.6Sm)가 각각 

515 MPa, 497 MPa 이므로 모든 부분에서 허용치를 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 으

며, 화재사고조건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  건 성이 충분히 입증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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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

time (h)

Maximum Tresca Stress [MPa]

Container Body Lid

0.5 9.5 384.6 264

1.0 29.4 291.3 248.4

2.0 29.5 201.3 128.7

4.0 6.4 144 86

Max. value 29.5 384.6 264

Table 3.2.2-100 Summary of tresca stress intensities during        

fire accident condition

응력제한과 해석결과

작은 값 용 해석결과 (Pm+Pb+Q) [MPa]

Transient

time (h)

 
용기본체 용기뚜껑 컨테이

515 497

0.5 497 356.21 343.05 7.56

1.0 497 316.96 315.02 30.29

2.0 497 173.37 128.99 30.29

4.0 497 108.82 106.47 6.91

Table 3.2.2-101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during    

fire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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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0 Stress contour of fire accident condition at 0.5h

 

  

Fig. 3.2.2-71 Stress contour of fire accident condition at 1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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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2. Stress contour of fire accident condition at 2 hr

   

Fig. 3.2.2-73 Stress contour of fire accident condition at 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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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침수조건 

    핫셀 운반용기는 교과부고시 2009-37호의 제 48조 항에 따라  핫셀 운반용기

의 침수해석은 운반 시 사고에 의해 200 m 수심의 침수에 한 구조  건 성을 

평가한다. 200 m 수심의 외압 2 MPa을 용하여 용기의 뚜껑  본체의 응력을 분

석하여 구조  건정성을 평가하 다. 침수조건에 한 해석은 ABAQUS/Explicit 

6.7-1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산해석 모델은 완충체를 제외한 뚜겅, 용기뚜

겅, 본체  볼트로 구성되며 칭성을 고려하여 Fig. 3.2.2-74와 같은 1/2 칭모델

을 사용하 다. 

기속도  력가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외부 표면에 2 MPa

의 압력을 기하 조건으로 설정하 다. Fig. 3.2.2-75는 침수해석에 한 체 모델

의 응력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3.2.2-76은 스틸구조물의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77은 뚜껑의 응력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3.2.2-78은 침수

해석시 볼트의 응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2-79는 침수해석시 격납경계에 

한 응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3.2.2-74 Analysis model of water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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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5 Total stress contour of water immersion

Fig. 3.2.2-76 Stress contour of cask under water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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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7 Stress contour of leakproof lid under water 

immersion

Fig. 3.2.2-78 Stress contour of bolt under water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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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9 Stress contour of containment boundary under water 

immersion

Table 3.2.2-102는 볼트를 제외한 격납경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한 지 에서의 응

력선형화를 수행한 결과와 응력평가기 을 나타내고 있다. 침수해석 결과의 응력들

은 모두 응력평가기 보다 낮은 응력상태를 보 다. 따라서 침수조건에서의 핫셀 

운반용기는 구조  건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SA240 Type 304
해석결과 [MPa]

  

응력제한[MPa] 331 497

용기본체 94.87 94.87

뚜껑 76.48 76.48

Table 3.2.2-102 Summary of calculated stress intensities under water          

imm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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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핫셀 운반용기 모델제작  안 성시험 평가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시험 목 은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해석에 사용된 해석

방법  설계기술에 한 검증이다. 구조해석 검증시험은 핫셀 운반용기의 1/2 축

소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된 무게 심 낙하시험, 수평 낙하시험, 뚜껑수직 낙하시험, 

바닥수직 낙하시험, 경사 낙하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방사성 물질의 운반용기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37호,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US 10 CFR Part 71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

을 만족하여야 한다. 핫셀 운반용기는 B형 용기의 법 기 에 따라 제작하는 용기

로서 사고조건을 고려한 낙하시험에서 허용 설률을 만족해야 하며 구조건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시험보고서는 핫셀 운반용기에 하여 낙하사고조건을 모사하

는 시험을 수행하여 구조건 성을 평가한 내용을 수록하 다.

  실제 핫셀에서 사용될 운반용기를 표할 수 있는 원형크기 시험모델을 사용하여 

안 성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으나 시험비용  난이도의 

문제로 축소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구조성능의 

경우 스 일이론(scale theory)이 잘 정립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형크기 모델에서

의 응력  압력값은 축소모델에서 측정 혹은 계산된 값과 동일하다. 이 내용은 

IAEA Safety Guide TS-G-1.1 (ST2)의 Para. 701.21에도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며,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발간한 Guidelines for Conducting 

Impact Tests on Shipping Packages for Radioactive Material (September 1995)의 

부록 B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단 축소모델을 활용할 경우에도 낙

하높이는 원형크기 모델의 경우와 같게 설정해주어야 하며 재료 역시 같은 물성치

를 가져야 한다.

  실제 원형크기 운반용기의 구조성능(충격가속도, 변형률, 응력, 반력)은 스 일이

론 (scale theory)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IAEA No. TS-G-1.1: 

ST-2, Para. 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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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비를 M(<1) 이라고 하 을 때, 

가속도 (acceleration): a mod el= a orignial/M

반력 (reaction force): F mod el= F original ×M
2

응력 (stress): σ
mod el=σ

original

변형률 (strain): ε
mod el= ε

orignial
  

변형량 (deformation): d mod el= d orignial ×M  과 같이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축소모델이 원형크기 모델의 1/2 크기인 경우 실제용기의 충격가속

도는 축소모델에서 측정, 계산된 값의 1/2이 되며 변형률, 응력은 축소모델에서 측

정, 계산된 값과 동일하며, 반력은 축소모델에서 측정, 계산된 값의 2
2
배가 된다.

  의 스 일 이론에 따라 각 낙하자세에 따라 가속도값을 구하고 원형모델에 

입한 값을 Table 3.2.3-1에 나타내었다.

낙하자세 낙하시험(1/2) 낙하해석(원형)
원형시험

(스 일이론)

무게 심 낙하 112g 403g 56g

수평 낙하 236g 608g 118g

뚜껑수직 낙하 594g 400g 297g

바닥수직 낙하 216g 555g 108g

경사 낙하 154g 314g 77g

뚜껑 열 30g 48g 15g

수평 열 184g 557g 92g

Table 3.2.3-1 Comparison of measured maximum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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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낙하시험 평가

    (1) 시험모델 

구조시험에 사용된 시험모델은 Fig. 3.2.3-1과 같은 1/2 축소모델이다. 이 시험

모델은 실제 운반용기의 각 방향의 길이 치수를 1/2로 축소한 모델이다. 시험모델

은 운반용기  상부  하부 충격완충체로 구성되며, 운반용기 내부에는 내부 캐

니스터가 들어있다. 운반용기의 취 을 용이하게 하기 해 운반용기 측면에 

Trunnion bracket이 설치되어 있다.

  시험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한 량이 Table 3.2.3-2에 나타나 있다. 

Table 3.2.3-1에는 3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시험모델의 량이 기술되어 있다. 첫 번

째는 도면을 기 으로 하여 수계산한 량이고, 두 번째는 유한요소해석을 해 구

성한 모델의 량이고, 세 번째는 실제 제작한 시험모델의 량이다. 제작된 시험모

델은 1/2 축소모델이므로 이를 원형모델로 환산한 값도 기술되어 있다. 해석에 사

용된 체 량이 실제 시험모델의 량보다 크므로 해석의 보수성을 확보하 다. 

량 계산시 상하부 충격완충체를 결합하는 턴버클은 제외되었다.

  낙하시험 시 충돌 후의 거동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가속도 센서와 변형률 센

서가 시험모델에 부착된다. 시험모델의 낙하자세에 따라 충돌부  반 편에 2~3개

의 가속도 센서가 설치되며, 가속도 센서의 설치 방향과 낙하방향이 일직선이 되도

록 한다. 스트 인 게이지는 총 9개가 설치된다. 운반용기 측면에 5개, 뚜껑에 4개

의 스트 인 게이지가 부착된다. 가속도 센서  스트 인 게이지의 설치 치는 

Fig. 3.2.3-2 와 Fig. 3.2.3-3 에 나타내었다. 

부품
도면기

계산치 (kgf)

FEM해석모델

계산치 (kgf)

1/2제작모델

측정치(kgf)

원모델

추산치(kgf)

1. 용기본체 4050.3 4150
500 4000

2. 내부 캐니스터 25.7 22

3. 충격완충체(상,하) 708.0 676 100 800

합계 4814 4848 600 4800

Table 3.2.3-2 Comparison of weight (calculated v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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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Test specimen of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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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정시스템

핫셀 운반용기의 구조  안 성 검증을 한 구조 시험 측정시스템은 5가지 

종류의 낙하시험에서 시험과 해석결과를 비교 평가하기 해 가속도  변형률 센

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취득하기 한 시스템이다.

  자유낙하시험에서 충돌 후 운반용기의 가속도  변형률을 측정하기 하여 

한 가속도  변형률 센서를 선정하 다. 이들 센서의 신호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LabView S/W를 사용하여 16개의 변형률 센서  8개의 가속도 센서로

부터 측정된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장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축하 다. 구축

된 낙하  열시험 측정시스템은 Table 3.2.3-3과 같이 National Instruments에서 

제작한 PXI 계열로서 Fig. 3.2.3-4와 같이 구성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 다. 

Fig. 3.2.3-4  Data acquisition system for drop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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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pecification

NI PXI 1045

(샤시)

18-슬롯 PXI 샤시

3U PXI 와 3U Compact PCI modules 모두 가능

bus segments와 trigger routing 사이의 로그램화 

가능

External 10 MHz reference clock with BNC I/O 

connectors

High-performance power supply with universal AC 

input

0 ~ 55 °C operating Temp. range

Temperature controlled fan speed

NI PXI 4472

(가속도 계측)

24-bit resolution

110 dB dynamic range

102.4 kS/s maximum sampling rate

45 kHz alias-free bandwidth

±10 V range

AC/DC coupling

IEPE conditioning - software configurable

Multiple-device synchronization

8 simultaneously sampled analog inputs, vibration 

measurement 

NI PXI 4220

(변형률 계측)

Direct sensor/signal connectivity

200 kS/s, 16-bit resolution

Self-calibration for accuracy over time

Input range : ±0.01 V to ±10 V

Analog Input : Quater, Half, Full bridge

Table 3.2.3-3  Specification of data acquisition system for drop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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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낙하시험

   (가) 시험종류  낙하자세

   핫셀 운반용기의 낙하시험은 다음의 5가지 종류에 하여 수행하 다.

      (a) 무게 심 낙하시험 (Center Of Gravity drop) : 수송용기 시험모델이 수직

방향에 하여 37.5° 기울어진 자세로 뚜껑 쪽이 타격면을 향하여 자유낙하하는 시

험이다.

      (b) 수평 낙하시험 (Side drop) : 수송용기 시험모델이 수평자세로 타격면을 

향하여 자유낙하하는 시험이다.

      (c) 뚜껑수직 낙하시험 (Top down drop) : 수송용기 시험모델이 수직 자세로 

뚜껑 쪽이 타격면을 향하여 자유낙하하는 시험이다.

      (d) 바닥수직 낙하시험 (Base down drop) : 수송용기 시험 모델이 수직 자세

로 바닥 쪽이 타격면을 향하여 자유낙하하는 시험이다.

      (e) 경사 낙하시험 (Oblique drop) : 수송용기 시험모델이 수평방향에 하여 

10° 기울어진 자세로 바닥 쪽이 타격면을 향하여 자유낙하하는 시험이다.

모든 시험은 상하부 충격완충체는 모두 조립된 상태의 시험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각 낙하시험에서 수송용기의 낙하자세는 Fig. 1.4-1과 같다. 낙하자세에 

따라 알아보고자 하는 가속도와 변형률 센서의 치가 조 씩 다르므로 각각의 낙

하시험에 사용된 가속도 센서와 스트 인 게이지 번호는 Table 1.4-1과 같다.

   (나) 시험방법

낙하시험은 Fig. 3.2.3-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기 자세로 9 m 높

이에서 항복이 없는 강체 바닥(unyielding surface)으로 자유낙하하는 방법으로 수

행한다. 낙하 방법은 시험모델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9 m 까지 올린 후 유압 릴리

즈 장비를 사용하여 떨어뜨린다. 9 m의 자유낙하높이는 운반용기에 상하의 완충체

가 모두 결합된 완 한 형태의 수송용기에 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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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Test No. of hypothetical accident test

Test No. 1.COG 3.Side_D 5.Lid_D 6.Bot_D 7.Obl_D

Accelerometer A4,5 A1,2 A3,6 A3,6 A1,2

Strain gauge S8,9제외 S6,7제외 S7,9제외 S7,9제외 S6,7제외

Table 3.2.3-4 Installed accelerometer and strain gauge of free dr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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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하시험 결과

   (가) 무게 심 낙하시험

무게 심 낙하 후 Fig. 3.2.3-6과 같이 상부 완충체의 모서리 부분이 충격으로 

변형되었다. 무게 심낙하 후 측정한 본체용기의 직경  길이와 설시험의 결과

는 Table 3.2.3-5에 나타나있다. 

Fig. 3.2.3-6 Impact limiter deformation after 

COG drop test

  무게 심 낙하시험 후 실시한 설시험에서 설률은 허용 설률인 6.68E-3 

std·cm3/s보다 은 양인 B.K.G.로 측정되었으며 결과 으로 핫셀 운반용기는 무게

심 낙하 후 구조  건 성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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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  시편의 제원

직  경(㎜)
635(IL포함)

400(본체)

길  이(㎜)
890(IL포함)

570(본체)

본체는 뚜껑 

제외

2. 낙 하 조 건

낙하 높이(m) 9.00

낙하 량(㎏)
602(IL포함)

500(본체)

본체는 뚜껑 

포함

시편에 한 

낙하 방향
COG α = 37.5°

3. 시험 후 시편의 제원

직  경(㎜) N/A
IL* 로 인해 

측정불가

길  이(㎜) N/A
IL* 로 인해 

측정불가

 4. 설 측정치

허용 설률

std·cm3/s
6.68E-3

COG낙하시험과 

뚜껑 열시험 사이에 

설시험 수행 않음측정 설률

std·cm3/s
N/A

 5. 낙하 시험 결과
만  족 ○

불만족

Table 3.2.3-5 Summary of COG drop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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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평 낙하시험

수평 낙하시험 후 Fig. 3.2.3-7과 같이 상, 하부 완충체의 면이 충격으로 인

해 변형되었다. 수평낙하 후 측정한 본체용기의 직경  길이와 설시험의 결과는 

Table 3.2.3-6에 나타나있다.

Fig. 3.2.3-7 Impact limiter deformation after horizontal drop test

  수평낙하시험 후 실시한 설시험에서 설률은 허용 설률인 6.68E-3 std·cm
3
/s

보다 은 양인 B.K.G.로 측정되었으며 결과 으로 핫셀 운반용기는 수평낙하 후 

구조  건 성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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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  시편의 제원

직  경(㎜)
635(IL포함)

400(본체)

길  이(㎜)
890(IL포함)

570(본체)

본체는 뚜껑 

제외

2. 낙 하 조 건

낙하 높이(m) 9.00

낙하 량(㎏)
602(IL포함)

500(본체)

본체는 뚜껑 

포함

시편에 한 

낙하 방향
Side

3. 시험 후 시편의 제원

직  경(㎜) N/A
IL* 로 인해 

측정불가

길  이(㎜) N/A
IL* 로 인해 

측정불가

 4. 설 측정치

허용 설률

std·cm3/s
6.68E-3 수평낙하시험과 

수평 열시험 

사이에는 설시험 

수행 않음
측정 설률

std·cm3/s
N/A

 5. 낙하 시험 결과
만  족 ○

불만족

Table 3.2.3-6 Summary of horizontal drop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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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뚜껑수직 낙하시험

뚜껑수직 낙하 후 Fig. 3.2.3-8과 같이 충격에 의해 상부 완충체의 상면이 변

형되었으며 상하부 충격완충체를 결합하는 턴버클 가운데 1개가 변형하 다. 뚜껑

수직 낙하 후 측정한 본체용기의 직경  길이와 설시험의 결과는 Table 3.2.3-7

에 나타나 있다.

Fig. 3.2.3-8 Impact limiter deformation after Top down drop test

  뚜껑수직 낙하시험 후 실시한 설시험에서 설률은 허용 설률인 6.68E-3 

std·cm
3
/s보다 은 양인 B.K.G.로 측정되었으며 결과 으로 핫셀 운반용기는 뚜껑

수직 낙하 후 구조  건 성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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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  시편의 제원

직  경(㎜)
635(IL포함)

400(본체)

길  이(㎜)
890(IL포함)

570(본체)

본체는 뚜껑 

제외

2. 낙 하 조 건

낙하 높이(m) 9.00

낙하 량(㎏)
602(IL포함)

500(본체)

본체는 뚜껑 

포함

시편에 한 

낙하 방향
Lid(↓)

3. 시험 후 시편의 제원

직  경(㎜)
648(IL포함)

400(본체)

90°- 270° 방향

길  이(㎜)
857(IL포함)

570(본체)

270° 방향

 4. 설 측정치

허용 설률

std·cm3/s
6.68E-3

만족

※ B.K.G : 5.00E-5
측정 설률

std·cm3/s
B.K.G

 5. 낙하 시험 결과
만  족 ○

불만족

Table 3.2.3-7 Summary of Top down drop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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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닥수직 낙하시험

바닥수직 낙하시험 후 하부 충격완충체의 외부는 큰 변형은 없었으나 Fig. 

3.2.3-9와 같이 완충체의 내부가 충격에 의해 용 부가 분리되면서 안쪽의 발사우드

에 의해 충격이 흡수되었다. 바닥수직낙하 후 측정한 본체용기의 직경  길이와 

설시험의 결과는 Table 3.2.3-8에 나타나있다. 

Fig. 3.2.3-9 Impact limiter deformation after base down drop test

  바닥수직 낙하시험 후 실시한 설시험에서 설률은 허용 설률인 6.68E-3 

std·cm
3
/s보다 은 양인 B.K.G.로 측정되었으며 결과 으로 핫셀 운반용기는 바닥

수직 낙하 후 구조  건 성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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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  시편의 제원

직  경(㎜)
630(IL포함)

400(본체)

0°- 180° 방향

길  이(㎜)
884(IL포함)

570(본체)

270° 방향
상부IL 재사용

본체는 뚜껑 

제외

2. 낙 하 조 건

낙하 높이(m) 9.00

낙하 량(㎏)
602(IL포함)

500(본체)

본체는 뚜껑 

포함

시편에 한 

낙하 방향
Base(↓)

3. 시험 후 시편의 제원

직  경(㎜)
642(IL포함)

400(본체)

0°- 180° 방향

길  이(㎜)
833(IL포함)

570(본체)

270° 방향

 4. 설 측정치

허용 설률

std·cm3/s
6.68E-3

만족

※ B.K.G : 5.00E-5
측정 설률

std·cm3/s
B.K.G

 5. 낙하 시험 결과
만  족 ○

불만족

Table 3.2.3-8  Summary of base down drop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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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사 낙하시험

경사 낙하시험 후 Fig. 3.2.3-10과 같이 1차 충격에 의해 하부 완충체가, 2차 

충격에 의해 상부 완충체가 변형되었다. 1, 2 차 충격 이후 나무로 만든 완충 구조

물에 부딪히며 정지하여 더 이상의 운반용기 변형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사 낙하 

후 측정한 본체용기의 직경  길이와 설시험의 결과는 Table 3.2.3-9에 나타나있

다. 

 

 

(a) 낙하 후 변형된 상부 충격완충체

 

(b) 낙하 후 변형된 하부 충격완충체

Fig. 3.2.3-10 Impact limiter deformation after Oblique dr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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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낙하시험 후 실시한 설시험에서 설률은 허용 설률인 6.68E-3 std·cm
3
/s

보다 은 양인 B.K.G.로 측정되었으며 결과 으로 핫셀 운반용기는 경사낙하 후 

구조  건 성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  시편의 제원

직  경(㎜)
635(IL포함)

400(본체)

길  이(㎜)
890(IL포함)
570(본체)

본체는 뚜껑 

제외

2. 낙 하 조 건

낙하 높이(m) 9.00

낙하 량(㎏)
602(IL포함)

500(본체)

본체는 뚜껑 

포함

시편에 한 

낙하 방향
Oblique

3. 시험 후 시편의 제원

직  경(㎜)
600(상부IL)

590(하부IL)
0°- 180° 방향

길  이(㎜)
890(IL포함)

570(본체)
180° 방향

 4. 설 측정치

허용 설률

std·cm3/s
6.68E-3

만족

※ B.K.G : 5.00E-5
측정 설률

std·cm3/s
B.K.G

 5. 낙하 시험 결과
만  족 ○

불만족

Table 3.2.3-9 Summary of Oblique drop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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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설 시험

낙하시험 후에 Fig. 3.2.3-11과 같은 설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설시험을 수

행하 다. 상하부 충격완충체를 제거하고 뚜껑이 덮힌 핫셀 운반용기를 챔버에 

넣고 Helium mass spectrometer 장비를 이용하여 설률을 측정하 다. Table 

3.2.3-10은 각각의 낙하시험 후 모든 설시험에서 측정된 설률을 나타내고 있다. 

설시험에서 측정된 설률은 허용 설률 범 내에 있었으며 이로써, 핫셀 운반

용기 시험모델은 낙하사고 이후 구조  안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2.3-11 Helium mass spectrometer and Chamber for lea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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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사고조건

설률 (std·cm3/s)

결과

허용 설률 실제 설률

최 상태 6.68E-3 B.K.G. 만족

무게 심낙하 6.68E-3 N/A 만족

수평낙하 6.68E-3 N/A 만족

뚜껑수직낙하 6.68E-3 B.K.G. 만족

바닥수직낙하 6.68E-3 B.K.G. 만족

경사낙하 6.68E-3 B.K.G. 만족

※ B.K.G : 5.00E-5

Table 3.2.3-10 Leak test results after hypothetical accid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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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낙하시험  해석결과 비교

핫셀 운반용기의 운반사고조건에 한 검증평가를 하여 낙하시험을 수행하

으며, 낙하시험 조건에 한 낙하해석을 수행하여 시험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산해석은 ABAQUS/Explicit 6.9-1을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 해석모델은 원형

모델이고, 시험모델은 1/2 축소모델이다. 핫셀 운반용기가 원통형의 축 칭 구조이

므로 해석모델은 Fig. 3.2.3-12와 같은 3차원 축 칭 모델이다.

  운반사고조건의 낙하사고는 9 m 낙하이므로 모델의 기 속도를 9 m 낙하높이

에서의 낙하속도인 13.288 m/s 로 설정하 으며, 력가속도 9.81 m/s
2
 을 설정하

다. 재료의 물성치는 실제 용기와 동일한 재료의 물성치를 용하 으며,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3.2.3-11 에 나타내었다.

Fig. 3.2.3-12 Analysis model of hypothetical accid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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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E  (GPa)

Yield

Strength

S y
 (MPa)

Ultimate 

Strength

S u
 (MPa)

Density

( kg/m 3 )

SA240 

Type304
200 205 515 7,800

SA193 B7 205.8 720 860 7,850

K-Resin 3.87 60.5 - 1,680

Balsa Wood 0.0874 5 16 151

Table 3.2.3-11 Mechanical properties of principal materials

  

  핫셀 운반용기의 시험과 해석의 비교는 시험모델의 스트 인 게이지  가속도 

센서가 부착된 치와 동일한 치를 해석모델에서 찾은 후 그 치에서의 스트

인 값과 가속도 값을 취득하여 수행하 다.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ST-2) 의 Section Ⅶ 의 701.21 항에 의해 축소비

율에 따른 가속도와 스트 인 값의 비율을 정하 다.

Accelerations : a mod el= (a original )/M
Strains: ε

mod el= ε
original

   수식에 따라 시험모델과 동일한 크기인 해석모델의 가속도 값은 그 로 용

하 으며, 스트 인 값도 그 로 용하 다. 



- 363 -

    (가) 무게 심 낙하

무게 심 낙하의 시험  해석 결과 비교는 스트 인 값과 가속도 값의 비교

로 이루어진다. Fig. 3.2.3-13는 낙하시험의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

다, Fig. 3.2.3-14은 낙하해석의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과 해

석 모두 충격에 의해 완충체 모서리 부분이 변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2.3-13 Deformed shape after COG drop test

Fig. 3.2.3-14 Deformed shape after COG dro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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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15는 A1 치에서의 낙하시험과 낙하해석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

고 있다. 체 으로 해석값이 시험값보다 큰 값을 나타내며, 경향은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A1 치에서의 최  가속도 값은 해석값이 약 403g 이며, 시험 값

이 약 112g이다. 축소모델 시험결과를 원형모델로 환산하면 약 56g 정도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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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5 Acceleration history of A1 during impact (COG)

  Fig. 3.2.3-16는 S1, Fig. 3.2.3-17은 S2, Fig. 3.2.3-18은 S4 치에서의 스트 인 시

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 치에서의 스트 인 값은 Table 3.2.3-12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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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6 Strain history of S1 during impact (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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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7 Strain history of S2 during impact (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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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8 Strain history of S4 during impact (COG)

COG
해석 시험

최  인장 최  압축 최  인장 최  압축

S1 -3.17E-5 -6.43E-4 2.03E-4 -6.85E-4

S2 6.60E-6 -3.81E-4 1.23E-4 -5.80E-5

S4 9.41E-5 -3.71E-5 1.12E-4 -7.71E-5

S5 8.15E-6 -5.44E-5 8.76E-5 -2.14E-4

S7 4.65E-6 -1.65E-4 1.76E-4 -4.47E-5

S8 2.59E-6 -9.15E-5 1.09E-4 -2.80E-5

* S3=S5, S6=S7, S9=S8 ( 칭되는 값은 생략)

Table 3.2.3-12  Comparison between maximum strains for COG drop

  무게 심낙하의 가속도  스트 인 값이 해석의 결과가 시험의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무게 심낙하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해석결과가 시험결과

보다 보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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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평 낙하

수평낙하의 시험  해석 결과 비교는 스트 인 값과 가속도 값의 비교로 이

루어진다. Fig. 3.2.3-19은 낙하시험의 1차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3-20는 낙하해석의 1차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과 

해석 모두 1차 충격에 의해 완충체 아랫부분이 변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2.3-19 Deformed shape after horizontal drop test

Fig. 3.2.3-20 Deformed shape after horizontal dro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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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21은 A1 치에서의 낙하시험과 낙하해석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

고 있다. 체 으로 해석값이 시험값보다 큰 값을 나타내며, 경향은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A1 치에서의 최  가속도 값은 해석값이 약 608g 이며, 시험 값

이 약 236g이다. 축소모델 시험결과를 원형모델로 환산하면 약 118g 정도에 해당한

다.

0.00 0.01 0.02 0.03 0.04

-500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Horizontal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1000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ac
ce

le
ra

tio
n 

[g
]

time [sec]

analysis_A1
experiment_A1

Fig. 3.2.3-21 Acceleration history of A1 during impact (horizontal)

  Fig. 3.2.3-22는 S1, Fig. 3.2.3-23은 S2, Fig. 3.2.3-24는 S4, Fig. 3.2.3-25는 S7 치

에서의 스트 인 시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2.3-13은 각각 치에서의 스트

인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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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2 Strain history of S1 during impact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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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3 Strain history of S2 during impact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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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4 Strain history of S4 during impact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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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5 Strain history of S7 during impact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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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puncture
해석 시험

최  인장 최  압축 최  인장 최  압축

S1 5.16E-4 -2.62E-4 8.44E-4 -3.55E-4

S2 6.10E-4 -2.55E-4 3.35E-5 -5.02E-4

S4 6.18E-6 -8.25E-4 1.75E-4 -2.98E-4

S5 3.54E-5 -4.96E-5 2.86E-4 -3.43E-4

S7 7.15E-6 -4.96E-4 1.87E-5 -8.62E-5

S8 2.76E-5 -2.67E-5 2.74E-5 -7.28E-5

* S3=S5, S6=S7, S9=S8 ( 칭되는 값은 생략)

Table 3.2.3-13 Comparison between maximum strains for horizontal drop

  수평낙하의 가속도  스트 인 값이 해석의 결과가 시험의 결과 보다 체 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수평낙하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해석결과가 시험

결과보다 보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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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뚜껑수직 낙하

뚜껑수직낙하의 시험  해석 결과 비교는 스트 인 값과 가속도 값의 비교

로 이루어진다. Fig. 3.2.3-26는 낙하시험의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

다. Fig. 3.2.3-27은 낙하해석의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3-26 Deformed shape after top down drop test

Fig. 3.2.3-27 Deformed shape after top down dro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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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28은 A1 치에서의 낙하시험과 낙하해석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

고 있다. 체 으로 시험과 해석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험과 해석의 

비교 결과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1 치에서의 최  가속도 값은 해석 

값이 약 400g 이며, 시험 값이 약 594g 이다. 축소모델 시험결과를 원형모델로 환산

하면 약 297g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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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8 Acceleration history of A1 during impact (top down)

  Fig. 3.2.3-29는 S1, Fig. 3.2.3-30은 S2, Fig. 3.2.3-21은 S4, Fig. 3.2.3-32는 S5 치

에서의 스트 인 시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6-4는 각각 치에서의 스트

인 값을 나타내고 있다.



- 374 -

0.00 0.01 0.02 0.03 0.04

-0.0006

-0.0005

-0.0004

-0.0003

-0.0002

-0.0001

0.0000

0.0001

0.0002

0.0003

0.0004

0.0005

0.0006

Lid vertical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0.0006

-0.0005

-0.0004

-0.0003

-0.0002

-0.0001

0.0000

0.0001

0.0002

0.0003

0.0004

0.0005

0.0006

 

 

st
ra

in

time [sec]

experiment_S1
analysis_S1

Fig. 3.2.3-29 Strain history of S1 during impact (to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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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0 Strain history of S2 during impact (to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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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1 Strain history of S4 during impact (to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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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2 Strain history of S5 during impact (top down)



- 376 -

Lid vertical
해석 시험

최  인장 최  압축 최  인장 최  압축

S1 1.93E-5 -4.35E-4 2.52E-4 -5.34E-4

S2 1.50E-5 -3.45E-4 2.63E-4 -6.03E-5

S4 1.58E-5 -3.43E-4 1.31E-5 -2.26E-4

S5 1.68E-5 -3.39E-4 1.13E-4 -3.15E-4

S7 3.49E-6 -1.32E-4 1.87E-4 -3.24E-5

S8 8.93E-5 -3.58E-6 2.36E-4 -6.49E-5

* S3=S5, S6=S7, S9=S8 ( 칭되는 값은 생략)

Table 3.2.3-14 Comparison between maximum strains for top down drop

  뚜껑수직낙하의 가속도  스트 인 값이 해석의 결과가 시험의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뚜껑수직낙하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해석결과가 시험결과

보다 보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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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닥수직 낙하

바닥수직 낙하의 시험  해석 결과 비교는 스트 인 값과 가속도 값의 비교

로 이루어진다. Fig. 3.2.3-33은 낙하시험의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

으며, 완충체 상단의 변형은 재 충격에 의한 변형이다. Fig. 3.2.3-34는 낙하해석의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과 해석 모두에서 충격에 의한 변형

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Fig. 3.2.3-33 Deformed shape after base down drop test

Fig. 3.2.3-34 Deformed shape after base down dro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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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35는 A2 치에서의 낙하시험과 낙하해석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

고 있다. 체 으로 시험과 해석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험과 해석의 

비교 결과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2 치에서의 최  가속도 값은 해석 값

이 약 555g 이며, 시험 값이 약 216g이다. 축소모델 시험결과를 원형모델로 환산하

면 약 108g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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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5 Acceleration history of A2 during impact (base down)

  Fig. 3.2.3-36은 S1, Fig. 3.2.3-37은 S2, Fig. 3.2.3-38은 S4, Fig. 3.2.3-39는 S5 치

에서의 스트 인 시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2.3-15는 각각의 치에서의 스

트 인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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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6 Strain history of S1 during impact (bas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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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7 Strain history of S2 during impact (bas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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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8 Strain history of S4 during impact (bas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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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9 Strain history of S5 during impact (bas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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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vertical

해석 시험

최  인장 최  압축 최  인장 최  압축

S1 3.05E-5 -9.43E-4 2.48E-4 -3.59E-4

S2 2.41E-5 -1.06E-3 1.41E-4 -4.43E-4

S4 2.46E-5 -1.07E-3 1.42E-4 -1.66E-4

S5 2.46E-5 -1.07E-3 1.26E-4 -2.39E-4

S7 1.05E-5 -1.39E-5 4.53E-5 -2.48E-5

S8 1.08E-6 -1.57E-5 2.78E-5 -2.47E-5

* S3=S5, S6=S7, S9=S8 ( 칭되는 값은 생략)

Table 3.2.3-15 Comparison between maximum strains for base down drop

  바닥수직낙하의 가속도  스트 인 값이 해석의 결과가 시험의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바닥수직낙하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해석결과가 시험결과

보다 보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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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사 낙하

  경사낙하의 시험  해석 결과 비교는 스트 인 값과 가속도 값의 비교로 이루어

진다. Fig. 3.2.3-40는 낙하시험의 1차  2차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3-41은 낙하해석의 1차  2차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3-40 Deformed shape after oblique drop test

Fig. 3.2.3-41 Deformed shape after oblique dro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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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42는 A2 치에서의 낙하시험과 낙하해석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

고 있다. 체 으로 시험과 해석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험과 해석의 

비교 결과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2 치에서의 최  가속도 값은 해석 

값이 약 314g 이며, 시험 값이 약 154g이다. 축소모델 시험결과를 원형모델로 환산

하면 약 77g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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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2 Acceleration history of A2 during impact (oblique)

  Fig. 3.2.3-43은 S2, Fig. 3.2.3-44는 S4, Fig. 3.2.3-45는 S5, Fig. 3.2.3-46은 S7 치

에서의 스트 인 시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2.3-16은 각각의 치에서의 스

트 인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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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3 Strain history of S2 during impact (o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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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4 Strain history of S4 during impact (o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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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5 Strain history of S5 during impact (o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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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6 Strain history of S7 during impact (o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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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ique
해석 시험

최  인장 최  압축 최  인장 최  압축

S1 1.35E-4 -6.33E-5 1.72E-5 -4.18E-4

S2 6.71E-5 -9.59E-5 1.27E-4 -8.15E-5

S4 4.44E-5 -1.80E-4 9.72E-5 -2.45E-4

S5 9.00E-5 -4.14E-5 1.65E-4 -1.43E-4

S7 8.42E-5 -3.86E-5 1.79E-4 -7.47E-5

S8 3.43E-5 -2.40E-4 2.44E-4 -1.51E-4

* S3=S5, S6=S7, S9=S8 ( 칭되는 값은 생략)

Table 3.2.3-16 Comparison between maximum strains for oblique drop

  경사낙하의 가속도  스트 인 값이 해석의 결과가 시험의 결과 보다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므로 경사낙하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해석결과가 시험결과보다 보수

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5가지의 낙하자세를 고려한 9m 자유낙하 시험  해석 결과를 살펴

보았다. 이미 제출된 PSAR에 사용된 원형 사이즈의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정확히 

1/2로 축소한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시험  해석이 수행되었다. 축소모델은 원형모

델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요한 모든 상세설계 

사양을 포함하고 있다. 한 해석도 PSAR에 사용된 모델과 동일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해석모델로 동일한 해석소 트웨어(ABAQUS explicit)를 이용하

여 이루어졌다.

  본 에 제시된 결과들로부터 해석결과와 시험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으나 해석결

과가 시험결과보다 다소 보수 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AEA No. 

TS-G-1.1 (ST-2), Para. 701.21에 제시되어있는 것처럼 원형모델을 이용한 시험/해석

결과와 축소모델의 시험/해석결과 사이의 계는 이론 으로 잘 규명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는 PSAR에 사용된 원형모델에 한 해석결과 역시 시험보다 보수성

을 가지고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원형모델에 한 해석결과도 보수성

을 가지며, 운반용기의 구조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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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시험 평가.

    (1) 시험모델 

핫셀 운반용기의 열시험 목 은 핫셀 운반용기의 열해석에 사용된 해석

방법  기술에 한 검증이다. 열해석 검증시험은 핫셀 운반용기의 1/2 축소모

델을 사용하여 수행된 뚜껑 열시험, 측면 열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열시험의 평

가  규정은 낙하시험과 동일하게 용된다. 

  열시험에 사용된 시험모델은 Fig. 3.2.3-47 과 같은 1/2 축소모델이다. 열시험

은 낙하시험과 연계되어 수행되며 모델 한 낙하시험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한다.

  열시험에 사용된 시험모델은 낙하시험 모델과 동일하므로 스트 인 게이지  

가속도 센서의 부착 치는 Fig. 3.2.3-2와 Fig. 3.2.3-3과 동일하다. 열시험모델의 

각부 량은 Table 3.2.3-2에 나타난 낙하시험 모델과 동일하다.

Fig. 3.2.3-47 Puncture Test specimen of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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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종류  낙하자세

핫셀 운반용기의 열시험은 다음의 2가지 종류에 하여 수행하 다.

      (a) 뚜껑 열시험 (Top puncture) : 수송용기 시험모델이 수직자세로 뚜껑 

쪽이 열  로 자유낙하하는 시험이다. 뚜껑무게 심 낙하시험을 수행한 시험모

델을 가지고 연속하여 수행한다.

      (b) 수평 열시험 (Side puncture) : 수송용기 시험모델이 수평자세로 열  

로 자유낙하하는 시험이다. 낙하방향은 용기의 0도 방향이 지면을 향하도록 하여 

낙하한다. 수평 낙하시험을 수행한 시험모델을 가지고 연속하여 수행한다.

  모든 시험은 상하부 충격완충체는 모두 조립된 상태의 시험모델을 이용하여 수행

하 다. 각 열시험에서 수송용기의 낙하자세는 Fig. 3.2.3-48과 같다. 열자세에 

따라 알아보고자 하는 가속도와 스트 인의 치가 다르므로 각각의 열시험에 사

용된 가속도 센서와 스트 인 게이지가 다르다. 각 열시험에서 사용되는 가속도 

센서와 스트 인 게이지 번호는 Table 3.2.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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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8 Test No. of puncture test

Test No. 2 4

Accelerometer A3,6 A4,5

Strain gauge S7,9제외 S8,9제외

Table 3.2.3-17 Installed accelerometer and strain gauge of Punct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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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방법

열시험은 자유낙하시험 후 손상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고 단되는 부분

을 열  에 낙하하여 안 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조건은 단단하고 평평

한 바닥면에 길이 20 cm, 직경 15±0.5 cm, 상단부 가장자리는 반경 6 mm로 둥

게 제작된 연강재질의 열 을 수직으로 고정한 후 수송용기 시험모델을 1 m 높

이에서 최 의 손상을 일으키도록 낙하시킨다. 핫셀 운반용기의 열시험은 축소시

험이므로 열 을 축소비율에 따라 축소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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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열시험 결과

    (가) 뚜껑 열시험

뚜껑 열시험 후 Fig. 3.2.3-49와 같이 완충체의 바닥 앙부분에 열 에 의

한 변형이 확인 되었다. 뚜껑 열시험은 뚜껑무게 심낙하를 수행한 시험모델을 가

지고 연속 으로 수행하 기 때문에 무게 심낙하 시 발생한 변형이 완충체 우측 

하단에 보이고 있다. 뚜껑 열시험 후 측정한 본체용기의 직경  길이와 설시험

의 결과는 Table 3.2.3-18에 나타나있다.

Fig. 3.2.3-49 Impact limiter deformation after top puncture test

 

  뚜껑 열시험 후 실시한 설시험에서 설률은 허용 설률인 6.68E-3 std·cm3/s

보다 은 양인 B.K.G.로 측정되었으며 결과 으로 핫셀 운반용기는 뚜껑 열시험 

후 구조  건 성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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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  시편의 제원

직  경(㎜)
635(IL포함)

N/A(본체) IL*로 인해 측정불가

길  이(㎜)
887(IL포함)

N/A(본체) IL*로 인해 측정불가

2. 낙 하 조 건

낙하 높이(m) 1.00

낙하 량(㎏) 602(IL포함)

시편에 한 

낙하 방향
Lid(↓)

3. 시험 후 시편의 제원

직  경(㎜)
635(IL포함)

400(본체)

길  이(㎜)
887(IL포함)

570(본체)

 4. 설 측정치

허용 설률

std·cm3/s
6.68E-3

만족

측정 설률

std·cm3/s
5.00E-4

 5. 낙하 시험 결과
만  족 ○

불만족

Table 3.2.3-18 Summary of top punctur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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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측면 열시험

측면 열시험 후 Fig. 3.2.3-50와 같이 충격에 의해 핫셀 운반용기의 본체 측

면이 변형되었다. 측면 열시험 후 측정한 본체용기의 직경  길이와 설시험의 

결과는 Table 3.2.3-19에 나타나있다. 

Fig. 3.2.3-50 Impact limiter deformation after side puncture test

  측면 열 시험 후 실시한 설시험에서 설률은 허용 설률인 6.68E-3 std·cm
3
/s

보다 은 양인 B.K.G.로 측정되었으며 결과 으로 핫셀 운반용기는 측면 열시험 

후 구조  건 성이 유지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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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  시편의 제원

직  경(㎜)
635(IL포함)

N/A(본체) IL*로 인해 측정불가

길  이(㎜)
890(IL포함)

N/A(본체) IL*로 인해 측정불가

2. 낙 하 조 건

낙하 높이(m) 1.00

낙하 량(㎏) 602(IL포함)

시편에 한 

낙하 방향
Side

3. 시험 후 시편의 제원

직  경(㎜)
635(IL포함)

400(본체)

길  이(㎜)
890(IL포함)

570(본체)

 4. 설 측정치

허용 설률

std·cm3/s
6.68E-3

만족

※ B.K.G : 5.00E-5
측정 설률

std·cm3/s
B.K.G

 5. 낙하 시험 결과
만  족 ○

불만족

Table 3.2.3-19 Summary of side punctur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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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시험

열시험 후에 Fig. 3.2.3-51과 같은 설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설시험을 수

행하 다. 상하부 충격완충체를 제거하고 뚜껑이 덮힌 핫셀 운반용기를 챔버에 

넣고 Helium mass spectrometer 장비를 이용하여 설률을 측정하 다. Table 

3.2.3-20은 각각의 낙하시험 후 모든 설시험에서 측정된 설률을 나타내고 있다. 

설시험에서 측정된 설률은 허용 설률 범 내에 있었으며 이로써, 핫셀 운반

용기 시험모델은 낙하사고 이후 구조  안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2.3-51 Helium mass spectrometer and Chamber for leak test

운반사고조건

설률 ( std∙ cm 3
/s)

결과

허용 설률 실제 설률

최 상태 6.68E-3 B.K.G. 만족

뚜껑 열 6.68E-3 5.00E-4 만족

측면 열 6.68E-3 B.K.G. 만족

※ B.K.G : 5.00E-5

Table 3.2.3-20 Leak test results after punct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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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열시험  해석결과 비교

핫셀 운반용기의 운반사고조건에 한 검증평가를 하여 열시험을 수행하

으며, 열시험 조건에 한 열해석을 수행하여 시험  해석결과를 비교하

다. 산해석코드 그리고 모델에 용된 재료 물성치는 마항의 낙하해석시 용한 

산해석코드 그리고 재료 물성치와 동일하다. 산해석모델 한 마항의 낙하해석

모델과 동일하며 Fig. 3.2.3-52과 같다

  운반사고조건의 열사고는 1 m 낙하이므로 모델의 기 속도를 1 m 낙하높이

의 낙하속도인 4.429 m/s 로 설정하 으며, 력가속도 9.81 m/s
2
 을 설정하 다. 

Fig. 3.2.3-52 Analysis model of puncture analysis

  핫셀 운반용기의 시험과 해석의 비교는 가항 (5)의 낙하해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축소비율에 따른 데이터 값 처리 방식 한 가항 (5)의 낙하해석 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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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뚜껑 열

뚜껑 열의 시험  해석 결과 비교는 스트 인 값과 가속도 값의 비교로 이

루어진다. Fig. 3.2.3-53은 열시험의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다. 완

충체 모서리 부분의 변형은 앞서 수행된 무게 심낙하에 의한 변형이다. Fig. Fig. 

3.2.3-54는 열해석의 1차 충격으로 변형된 운반용기 뚜껑을 보여주고 있다. 열시

험후 충격완충체의 변형부 의 치수는 첨부의 낙하시험보고서 첨부에 나타내었다.

Fig. 3.2.3-53 Deformed shape after top puncture test

 

Fig. 3.2.3-54 Deformed shape after top punc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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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55는 A1 치에서의 열시험과 열해석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

고 있다. 체 으로 해석값이 시험값보다 큰 값을 나타내며, 경향은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해석 뒷부분에서 발생한 큰 가속도값은 해석모델 내부에서의 충돌

로 인해 발생하 다. A1 치에서의 최  가속도 값은 해석값이 약 48g 이며, 시험 

값이 약 30g이다. 축소모델 시험결과를 원형모델로 환산하면 약 15g 정도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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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5 Acceleration history of A1 during impact (top puncture)

  Fig. 3.2.3-56은 S1, Fig. 3.2.3-57은 S2, Fig. 3.2.3-58은 S7 치에서의 스트 인 시

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2.3-21은 각각의 치에서의 스트 인 값을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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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6 Strain history of S1 during impact (top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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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7 Strain history of S2 during impact (top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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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8 Strain history of S7 during impact (top puncture)

Lid puncture
해석 시험

최  인장 최  압축 최  인장 최  압축

S1 7.12E-7 -4.49E-6 4.25E-4 -5.14E-4

S2 4.92E-7 -3.15E-6 6.21E-5 -3.77E-5

S4 7.42E-7 -5.47E-6 4.14E-5 -6.30E-5

S5 1.33E-5 -9.18E-7 4.05E-4 -3.82E-4

S7 3.36E-7 -5.05E-6 5.68E-5 -1.20E-5

S8 1.52E-5 -1.38E-6 9.01E-5 -1.50E-5

* S3=S5, S6=S7, S9=S8 ( 칭되는 값은 생략)

Table 3.2.3-21 Comparison between maximum strains for top puncture

  뚜껑 열에서 가속도는 해석결과가 시험결과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변형률

은 해석결과가 시험결과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열 의 충격에 의한 에

지를 충격완충체가 통되며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변형률 자체의 값이 매우 

작다. 따라서, 해석에서는 매우 작은 값으로 나타나고, 시험에서는 정확한 수직자세

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떨어지는 이유 등의 잡음인자에 의해 조  높은 변형률값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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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측면 열

측면 열의 시험  해석 결과 비교는 스트 인 값과 가속도 값의 비교로 이

루어진다. Fig. 3.2.3-59는 열시험의 충격으로 변형된 완충체를 보여주고 있다. 완

충체 모서리 부분의 변형은 앞서 수행된 무게 심낙하에 의한 변형이다. Fig. 

3.2.3-60은 열해석의 1차 충격으로 변형된 운반용기 뚜껑을 보여주고 있다. 열시

험후 충격완충체의 변형부 의 치수는 첨부의 낙하시험보고서 첨부에 나타내었다.

Fig. 3.2.3-59 Deformed shape after side puncture test

 

Fig. 3.2.3-60 Deformed shape after side punc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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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61은 A2 치에서의 열시험과 열해석의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

고 있다. 체 으로 해석값이 시험값보다 큰 값을 나타내며, 경향은 유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A2 치에서의 최  가속도 값은 해석값이 약 557g 이며, 시험 값

이 약 184g이다. 축소모델 시험결과를 원형모델로 환산하면 약 92g 정도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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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1 Acceleration history of A2 during impact (side puncture)

  Fig. 3.2.3-62은 S1, Fig. 3.2.3-63는 S4, Fig. 3.2.3-64은 S5, Fig. 3.2.3-65는 S7 치에

서의 스트 인 시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2.3-22는 각각의 치에서의 스트

인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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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2 Strain history of S1 during impact (side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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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3 Strain history of S4 during impact (side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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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4 Strain history of S5 during impact (side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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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5 Strain history of S7 during impact (side 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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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puncture
해석 시험

최  인장 최  압축 최  인장 최  압축

S1 5.76E-3 -2.98E-4 2.33E-3 -1.11E-4

S2 3.35E-3 -1.69E-4 1.53E-4 7.36E-8

S4 1.83E-5 -1.73E-4 2.16E-4 -4.94E-5

S5 1.19E-4 -2.09E-4 2.43E-5 -1.43E-4

S7 4.29E-5 -3.54E-6 4.90E-5 -6.55E-6

S8 2.04E-6 -8.23E-5 3.72E-5 -4.52E-5

* S3=S5, S6=S7, S9=S8 ( 칭되는 값은 생략)

Table 3.2.3-22 Comparison between maximum strains for side puncture

  측면 열에서 가속도  변형률 값이 해석결과가 시험결과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측면 열에서 핫셀 운반용기의 해석결과가 시험결과보다 보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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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시험 평가

    (1) 시험모델

열 시험에 사용된 시험모델은 9 m 낙하시험  1 m 열시험을 수행한 모델

과 동일한 1/2 Scale model이다. 시험모델의 온도측정을 해 Fig. 3.2.3-66과 같이 

모델 본체의 상부․ 앙부․하부에 각 3개씩 9개의 열 를 부착하 으며, 격납경

계를 구성하고 있는 O-ring의 온도를 측정하기 해 2개의 열 를 부착하 다. 

    (2) 측정시스템

열 시험에 사용한 측정시스템은 National Instrument사에서 제작된 6040E 계

열로서, 열  Scanner,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 A/D converter  P/C

로 구성된 Fig. 3.2.3-67와 같은 온도측정시스템을 사용하 다.

ⅰ) 열  Scanner

시험모델에 부착된 열 에서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탐지하는 열  

Scanner는 SCXI-1303 module 3개로 구성되며, 한 개의 module에는 32개의 열

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총 96개의 열 까지 연결할 수 있고, ± 0.03 ℃이

하의 측정 정 도를 가지고 있다.

ⅱ)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

열  Scanner에서 보내진 아날로그 신호의 잡음 제거  증폭을 수행하는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는 SCXI-1102 Board 3개로 구성되며, 한 개의 

Board에서는 32 channel의 신호 처리가 가능하므로 총 96 channel까지 신호 처

리를 수행할 수 있고, ± 0.5 ℃의 측정 정 도를 가지고 있다.

ⅲ) A/D Converter

컴퓨터에 내장된 A/D Converter는 PCI-MIO-16E-10 I/O Board로서,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에서 conditioning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ⅳ) 컴퓨터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는 컴퓨터에 설치된 LabView Software에 의해 분석되고 

장되며, 시험동안 과도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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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6 Thermocouple location

Fig. 3.2.3-67 Temperature data acqui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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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열 시험(800 ℃)

    (가) 시험조건

열 시험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 복사열이 있는 고요하고 정지된 주

변온도에서 운반용기를 800 ℃ 이상의 환경 하에서 30분 이상 노출시킨 후 자연 냉

각시키는 조건이다. 그러나, 시험모델은 1/2로 축소된 모델이므로 화재 시험 시 원

형 운반용기에 용되는 800 ℃ 이상의 열 환경이 30분 지속될 경우 원형 운반용기

가 받게 되는 열을 1/2 축소모델이 받는 경우로 환산하여 800 ℃ 이상의 열 환경 

지속 시간을 계산하여 용하 다.

  원형 운반용기가 800 ℃의 열 환경 속에 30분 동안 노출될 경우 받게 되는 열은 

다음과 같다.

    × 
     




 ...................................................................... (1)

여기서, 

QP

D

L

σ

F

TR

MP

τR

: Prototype heat input, J/kg

: Prototype package diameter, m

: Prototype package length, m

: Stefan-Boltzmann constant, 5.67×10
-8

 W/m
2
K

4

: View factor for a fully engulfing fire

: Regulatory fire  Temperature, ˚K

: Mass of the prototype package, kg

: Regulatory fire duration, sec

  식 (1)로부터 원형 운반용기가 800 ℃의 열 환경 속에 30분 동안 노출될 경우 받

게 되는 열은 118,410 J/kg으로 계산되었다.

  열 시험 시 1/2 축소모델이 원형 운반용기가 받는 열과 동일한 열을 받게 되는 

열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 




   
 

 ..................................................................... (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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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

DM

LM

σ

F

TF

MP

τT

: Prototype heat input, J/kg

: 1/3 scale model diameter, m

: 1/3 scale model length, m

: Stefan-Boltzmann constant, 5.67×10-8 W/m2K4

: View factor for a fully engulfing fire

: Furnace Temperature, ˚K

: Mass of the prototype package, kg

: Fire test duration, sec

  식 (2)로부터 1/2 축소모델이 원형 운반용기가 800 ℃의 열 환경 속에 30분 동안 

노출될 경우 받게 되는 열인 118,410 J/kg과 동일한 열을 받는 시간은 약 938

(15.6분)으로 계산되었다.

    (나) 시험방법

열 시험은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TS-G-1.1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

험방법  furnace test 방법으로 방재시험연구원의 3.0 m × 4.0 m × 2.0 m 크기를 

가진 furnace에서 2011년 1월 21일 수행되었다. 

  열 시험은 furnace의 상부 뚜껑을 열고 크 인을 사용하여 Fig. 3.2.3-68과 같이 

시험모델을 furnace 내의 모델 supporter에 설치하 다. 열 시험 시 시험모델의 각 

부  온도를 측정하기 해 총 16개의 열 를 설치하 다.

  열 시험에 앞서 시험모델은 태양 열 유속(solar heat flux)이 없는 고요하고 정지

된 약 6 ℃의 주변온도에 노출되었으며, 800 ℃ 이상의 화염 속에서 시험모델을 16

분 이상 방치한 후 자연 냉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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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8 Test model installed in the furnace

Fig. 3.2.3-69 Test model after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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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험결과

열 시험 동안 측정된 furnace 내부의 평균 화염온도는 811 ℃로 Fig. 3.2.3-70

와 같이 측정되었다. Table 3.2.3-23은 열 시험 후 측정된 시험모델의 최고온도를 보

여주고 있다. 화재시험에서 furnace 내부의 평균 화염온도가 800 ℃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분이었으며, 평균 화염온도 800 ℃ 이상에서 16분 동안 화재시험

은 수행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시험모델이 받은 열은 훨씬 많은 열을 받은 것이다.

  열 시험에서 시험모델의 최고온도는 화재시험을 시작한 시 에서 약 20분 경과한 

후  655 ℃로 측정되었다. 핫셀 운반용기의 성자 차폐체인 K-resin 부 에서의 최

고온도는 약 20분이 경과한 후 상부에서 479 ℃로 측정되었으며, 앙부  하부는 

각각 419 ℃  305 ℃로 측정되었다.  

  핫셀 운반용기의 intermediate-shell의 최고온도는 시험모델 하부에서 약 38분 경

과한 후 134 ℃로 측정되었으며, 상부  앙부는 각각 101 ℃  118 ℃로 측정

되었다. K-resin의 온도는 상부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하부가 가장 낮게 측정

되었으나, intermediate-shell에서의 온도는 이와 정 반 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열 시험에서 주변온도는 상부가 가장 높고 하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상부에 치한 

K-resin이 먼  자체 발화되어 연소되었기 때문이다. 연소가 될 때는 난연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K-resin이 내부로의 열 달 보다는 자체 소화를 시키려는 작용을 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ntermediate-shell의 온도는 K-resin의 온도가 가장 높게 측

정된 부분에서의 온도가 가장 낮게 측정되고, 이와 반 로 K-resin의 온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부분에서의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것이다.

   치 Temp.(℃) 시간(hr)  치 Temp.(℃) 시간(hr)

Surface

상 - -

Inter-shell

상 101.1 0.43

- - 117.9 0.67

하 655.0 0.34 하 133.6 0.62

K-resin

상 479.2 0.34

O-ring

상 248.5 0.44

419.3 0.34 205.6 0.46

하 304.9 0.37 하 - -

Table 3.2.3-23 Thermal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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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mediate-shell과 inner-shell 사이의 감마선 차폐체인 납의 온도는 

intermediate-shell에서 측정된 온도인 134 ℃보다 낮을 것이다. 따라서, 감마선 차폐

체의 건 성은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격납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O-ring의 온도는 상부에서 249 ℃로 측정되었으며, 

앙부에서 206 ℃로 측정되었다. 상부에서 이 게 높게 측정된 것은 시험 종료 후 

furnace의 가동을 종료하 음에도 불구하고 Fig. 3.2.3-71에서 보는바와 같이 K-resin

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연소에 의해 계속해서 불길이 상부 쪽에 향을 미쳤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시험모델에 사용된 루오르화 탄소 고무(Fluorocarbon rubber) 재질

의 O-ring은  250 ℃의 온도에서 30분 정도의 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재질이다. 

화재시험 후 침수시험에 앞서 ANSI N-14.5  ISO 12807에서 규정하고 있는 

Evacuated envelope gas test방법을 용하여 2011년 1월 25일 설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설률은 Fig. 3.2.3-72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고조건에서의 허용 설

률인 6.68 × 10
-3

 std․cm
3
/s 이하인 3 × 10

-4
 std․cm

3
/s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열 

조건에서 격납 건 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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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0 Average flame temperature during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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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1 Test model after fire test in the furnace

Fig. 3.2.3-72  Measured leak rate after fi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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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3 Temperature history at the botto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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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4 Temperature history at 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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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침수시험 평가

    (1) 시험모델

침수시험에 사용된 시험모델은 9 m 낙하시험, 1 m 열시험  800 ℃ 화재

시험을 수행한 모델과 동일한 1/2 Scale model이다. 

    (2) 시험조건

침수시험은 운반용기가 수심 15 m 깊이에 8 시간 이상 빠졌을 경우에 한 

조건으로 150 kPa(≈1.5 kg/cm
2
)의 외압조건에서 8 시간 방치하는 조건이다.

    (3) 시험방법

핫셀 운반용기 시험모델의 침수시험은 2011년 1월 25일 수행되었다. 먼 , 

over-pack을 제거한 후 핫셀용기를 침수시험장치인 압력용기 내부에 안착시킨 후 

Fig. 3.2.3-75과 같이 압력용기 내부를 충수시켰다. 압력용기 뚜껑을 체결한 후 Fig. 

3.2.3-76와 같이 유압잭을 이용하여 압력용기를 법규에서 요구하는 압력보다 높은 1.6 

kg/cm
2
의 압력으로 가압한 후 그 상태를 8시간 이상 유지하 다.

Fig. 3.2.3-75 Hot cell transportation cask in the water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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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6 Water immersion test

    (4) 시험결과

핫셀 운반용기 시험모델을 압력용기 내에 설치하여 1.6 kg/cm
2
의 압력으로 

가압한 후 그 상태를 8시간 이상 경과한 후 압력용기를 해체하고 압력용기 내부에 

설치된 핫셀 운반용기 시험모델을 압력용기 외부로 이동하여 핫셀 운반용기 시험모

델을 해체한 결과 Fig. 3.2.3-77  3.2.3-78와 같이 물이 운반용기 내부로 침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침수조건에서 격납 건 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단된다. 

  침수시험 후 설시험은 2011년 1월 27일 ANSI N-14.5  ISO 12807에서 규정하고 있

는  Evacuated envelope gas test방법을 용하여 설시험을 수행하 다. 설시험은 화

재시험 시 소실된 성자차폐체인 K-resin 부 에 침수시험 시 무 많은 양의 물이 침투

되어 진공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1차 격납경계인 내부 canister 만을 상으로 Fig. 

3.2.3-79와 같이 압력시험 장치에 내부 canister 설치하고 수행하 다. 시험결과 설률은 

Fig. 3.2.3-80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기 의 헬륨량인 3 × 10
-6

 std․cm
3
/s로 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 내부 canister에 기 충 된 헬륨의 양은 Fig. 3.2.3-81과 같

이 약간 었을 뿐 부분의 헬륨은 내부 canister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침수조건에서 격납 건 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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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7 Inner canister cask after water immersion test

Fig. 3.2.3-78 Opened hot cell cask after water immer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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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9 inner canister in the pressure chamber

Fig. 3.2.3-80 measured leak late 

under lea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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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1 helium in canister after lea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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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방사성물질 핫셀 속시스템 설계

가. 핫셀 수평 속시스템 설계  구조안 성 평가

  다목  핫셀 운반용기 3종 가운데 회 형 핫셀 운반용기의 속시스템을 개발하

다. 개발된 속시스템은 회 형 개폐장치를 이용한 핫셀 속시스템으로 개략도

를 Fig. 3.2.4-1에 나타내었다. 개발된 속시스템은 4톤 량 운반용기 취 가능 이

송 차( 차, 회 개폐장치, align 장치, 속 일, 모터), 리어도어(원형리어도어, 

지지로울러)  운반용기 취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술한 바와 같이 개발

된 속시스템은 뚜껑의 개폐 에도 지속 으로 차폐가 유지되며, 개방 후 내부이

송경로를 제외한 공간의 차폐가 유지된다. 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 감, 내부

이송경로의 불연속부 최소화를 통한 용기 진동  충격 감 등의 장 을 가진다. 

개발된 속시스템의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제작성, 작동성을 검증하 다.

Fig. 3.2.4-1 Hotcell docking system and 3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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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속시스템의 이송 차는 Fig. 3.2.4-2와 같이 핫셀 운반용기가 안착되는 

V자 형태의 상부 안착부와 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렬해 주는 높이조  장치가 

하부에 치한다. 최하부는 Fig. 3.2.4-3과 같이 일 에서 회 하는 4개의 휠이 

있어 리어도어로 근할 수 있도록 한다. 4개의 휠은 모터에 의해 동작되며 모터는 

세부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회 형 핫셀운반용기 뚜껑은 Fig. 3.2.4-4와 

같이 용기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뚜껑과 핀을 심으로 회 가능한 회 뚜껑으로 구

성된다. 핫셀운반용기의 뚜껑은 Fig. 3.2.4-5의 리어도어 쪽의 회 개폐장치와 속

된다. 회 개폐장치에는 회 뚜껑이 안착되며 회 개폐장치가 회 하면 회 뚜껑도 

함께 회 하여 핫셀 운반용기의 내부가 노출된다.

  제작된 핫셀 운반용기  속시스템을 이용하여 속시험을 수행하 다. 속시

험을 개발된 메카니즘에 의해 핫셀 운반용기가 리어도어로 잘 속하고 개폐되는지

를 검증하기 해 실시되었다. 속시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 Fig. 3.2.4-6과 

같이 핫셀운반용기의 러그(lug)에 취 장비를 연결하고 크 인을 이용하여 이송 차 

에 안착시킨다. 핫셀용기가 이송 차 에 안착되면 Fig. 3.2.4-7과 같이 이송 차

의 휠이 모터에 의해 구동하여 리어도어로 근한다. 리어도어에 가까이 근한 후 

높이조 장치를 이용하여 핫셀운반용기의 심축과 리어도어의 회 개폐장치의 

심축을 정렬한다. 정렬이 완료되면 Fig. 3.2.4-8과 같이 이송 차가 리어도어에 속

한다. 이송 차가 리어도어에 속되면 리어도어의 회 개폐장치가 핫셀운반용기의 

회 뚜껑과 함께 회 하여 핫셀운반용기의 개방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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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 A transport cart and connection system in rear door

Fig. 3.2.4-3 Height adjustment device for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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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Rotational lid and locking pin

Fig. 3.2.4-5 Rotational opening device in rea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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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Sitting a transport package on 

a transport cart

Fig. 3.2.4-7 Approach to a rear door

Fig. 3.2.4-8 Connecting to a rea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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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핫셀 운반시스템의 하나인 Padirac 시스템은 용기 상부면과 이와 속되

는 리어도어 사이에 정렬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렬할 수 있는 장

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와 같은 비정렬(misalignment)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자가 이송 차의 바퀴를 일 에서 인 으로 움직여서 정렬을 맞추었다. 

이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정확하게 정렬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

움이 발생하 다. 개발된 신규 핫셀 속시스템은 이와 같은 비정렬 상황시 이를 

조 할 수 있도록 정렬장치를 이송 차에 설치하 다. 고안된 정렬장치는 이송 차

에 설치된 4개의 높이조  버이다. 4개의 높이조  버를 이용하여 안착된 운반

용기의 속방향을 조 할 수 있다. 정렬을 한 sliding 장치  높이조  버를 

이용하여 6 자유도의 정렬을 수행할 수 있는데 6 자유도  구체 인 정렬방법은 

Table 3.2.4-1과 Fig. 3.2.4-9에 나타나 있다.

  정렬장치에 의한 속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정렬시험을 수행하 다. 정렬시험

은 4개의 이  포인터를 이용하여 하나의 자유도에 한 정렬방법의 민감도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 다. 먼  Fig. 3.2.4-10과 같이 핫셀 운반용기 뚜껑에 4개

의 이져 변 센서를 설치하 다. 각각의 이져 변 센서에서 이져를 쏘면 Fig. 

3.2.4-11과 같이 회 개폐장치에 이져에 의한 빨간 이 표시된다. 이 이 기

이 되고, 를 들어, 앞쪽 버를 2회  하여 해당 치를 로 이동시키면 빨간 이 

이동하게 된다. 새로운 과 기 을 가지고 앞쪽 버를 2회  하 을 때 두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 다. 이 값은 운반용기의 Rolling 방향에 한 민감도라 할 

수 있다. 앞쪽, 뒤쪽, 좌측, 우측 버를 쪽으로 회 하여 얻은 각각의 민감도를 

Table 3.2.4-2에 나타내었다. 이 값은 매우 작은 값으로 정렬장치를 이용하여 이송

차 에 안착된 운반용기의 미세한 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개발

된 속시슽템은 정렬 메커니즘을 구 하여 운반용기의 Rolling, Pitching, Yawing

으로 인한 속불량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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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F Alignment method Description

Position X
 Sliding device between transportation cart

 and package supporter
 

Position Y
 Forward or backward moving of transportation

 wheels
 

Position Z
 Upward and downward moving of package

 supporter by lever rotation
 

Orientation X  Independent control of forward or backward levers Rolling

Orientation Y  Independent control of right or left levers Pitching

Orientation Z  Asymmetric control of sliding device Yawing

Table 3.2.4-1 Alignment method for 6 dofs

Yawing

Pitching
Rolling

Yawing

Pitching
Rolling

Fig. 3.2.4-9 Alignment for different direction and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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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0 Laser pointers' attachment on package lid

Fig. 3.2.4-11 Alignment for different direction and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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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 distance from initial 

location
Sensitivity

Front lever

(2 revolution upward)
4.5 mm (Up) 0.64 °

Back lever

(2 revolution upward)
3.0 mm (Down) 0.43 ° 

Left lever

(4 revolution upward)
3.5 mm (Up), 5.0 mm (Right) 0.65 °

Right lever

(4 revolution upward)
3.0 mm (Up), 4.0 mm (Left) 0.53 °

Table 3.2.4-2 Alignment method for 6 d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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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핫셀 속시스템 설시험 계통구성  설계

고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핫셀 운반용기는 뚜껑을 효율 으로 개폐하고 

동시에 내부 캐니스터 이송경로의 불연속부를 최소화하여 기존의 개폐방식보다 차

폐성능이 향상되어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ANSI N-14.5  ISO 170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인 evacuated envelope gas 

test 방법을 용하여 핫셀 운반용기와 핫셀의 속부에 해당하는 뚜껑 부 에 한 

설시험계통을 Fig. 3.4.2-12와 같이 구성하 다. 

  한, 핫셀 운반용기와 핫셀 속부에 한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방사성동 원소

인 Ir-192 30 Ci  60 Ci를 핫셀 운반용기 내부에 재한 후 Fig. 3.4.2-13과 같이 

차폐성능시험을 수행하여 핫셀 운반용기의 방사능 차폐능  속부에서의 방사선 

설을 평가하 다. 

  시험결과 핫셀 운반용기와 핫셀 속부에서의  방사선 측정결과 설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핫셀 운반용기의 차폐능은 Table 3.4.2-3과 같이 측정되어 이를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 방사능으로 환산할 경우 운반용기 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치 이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핫셀 운반용기 bottom 부 에 내

부 캐니스터  속을 한 port 부분이 제한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차폐 보

강이 필요한 것으로 명되었다.

Fig. 3.2.4-12 Leak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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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3 Radiation leak test for the interface of the hot-cell cask

30 Ci 60 Ci
BKG

표면 10 cm 1 m 표면 10 cm 1 m

속부 36 47 7 85 71 8 0.3

상  부 59 44 5 100 66 6 0.5

앙부 51 49 2 110 72 4 0.4

하  부 103 22 11 371 38 25 0.3

바  닥 1547 681 58 3114 1109 124 0.2

Table 3.2.4-3 Shielding and radiation leak test results for the hot-cell cask 

(Unit : μ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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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평형 핫셀 운반용기 설계승인 

  수평형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시 Top-down  Bottom-up 최 화기법을 용하여 

설계개선안을 도출하고 구조해석을 통해 설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해당

부분에 한 설계최 화를 수행하여 개선안을 도출하 다. 설계개선이 수행된 부분

은 총 6곳으로, 충격완충체 높이 증가, 단열재 추가, 차폐성능 향상을 한 용기하

부 설계개선, 핀 메카니즘 개선, 내부 일 설계개선, 충격완충체 결속방법 개선 등

이 수행되었다. 최종 설계개선안을 반 한 SAR 개정안이 작성되었고, 이에 한 구

조, 열, 차폐, 임계분야의 해석  평가가 재수행되었다.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안 성 

해석 평가내용은 최종 설계안에 한 것이다. 설계 개선된 운반용기는 9m 낙하충격

후 ASME 한계응력인 3.6 Sm  3.0 Sm(볼트)을 만족하 다. 여기서, Sm은 설계응

력강도 (Design stress intensity)를 의미한다. 최종 인 건 성 유지여부는 안 성시

험으로 평가하 다.

  안 성 평가시험을 하여 원자력 련 QA업체 가운데 격업체를 선정하여 시

험모델을 제작하 다. 시험모델은 1/2축소모델로 제작되었으며, 설치되는 센서의 종

류, 센서 치를 선정하고, 센서링을 고려하여 모델이 일부 수정되었다. SAR 작성시 

사용된 해석방법  기술에 한 검증 시험이며 최종 인 성능평가의 일환으로서 

안 성 평가시험이 수행되었다. 안 성 평가시험은 교과부고시 제2009-37호, IAEA 

Safety Standard Series, US 10 CFR Part 71.81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1/2 

축소시험모델을 이용하여 5개 낙하조건(COG, Side, Top-down, Bottom-down, 

Oblique)과 2개의 열조건(Top, Side), 화재조건, 침수조건에 한 시험 수행으로 

모든 안 성 평가시험이 완료되었다.

  각각의 안 성평가시험에서 가속도, 변형률, 변형량, 설률을 측정하고 안 성평

가 시험보고서를 작성하 다. 가속도와 변형률은 시간이력 경향이 유사하고 구조해

석 결과가 시험결과보다 커서 해석의 보수성이 입증되었다.

  모든 시험은 KINS의 입회하에 진행되었으며, 구조, 화재, 침수시험 이후 설시험

을 통하여 설률이 허용 설율 (정상조건시 6.75×10-5, 사고조건시 6.68×10-3) 이하

이고, 화재시험 후 납차폐체  O-ring의 측정온도는 각각 최 허용온도인 327°C 

 250°C 이하로 측정되어 교과부고시에서 제시하는 B(U)F형 운반용기의 가상사고

조건하의 안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보 다.

  안 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KINS에 설계인허

가를 신청하 다. (2010년 8월 31일) 제출된 SAR에 한 KINS의 2차례 질의에 추

가 인 해석 등을 통한 구조, 열, 임계, 차폐, 격납  운반 차, 유지보수에 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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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료를 작성하여  KINS 질의응답을 완료하 다. (2010년 12월 8일, 2011년 1

월 18일) 이를 통해 최종 으로 설계인허가를 획득하 다. (2011년 4월 14일)

Fig. 3.2.5-1 Design certificate for hotcell transportation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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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 장 방안분석  장방식 선정

1.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 설계기  검토

가. 공정물질 장시설 인허가 요건 검토

 (1) 장시설 련 법규

방사성물질의 장과 련한 국내규정은 없으며, 방사성물질의 사용  취 과 

련한 법으로는 원자력법이 있다.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는 원자력법 제57

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기 ”은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 제 76

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장·처리·처분시설 등의 운   허가”에 해 규정하

고 있으며, “허가기 ”은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 인 내용은 언 하고 

있지 않다. 

방사성물질의 장과 련한 해외규정으로는 IAEA Safety Series No. 116, US 

10 CFR Part 72 등이 있으며 표 으로는 ANSI/ANS-57.9 등이 있다. IAEA Safety 

Series No. 116은 “사용후연료 장시설의 설계"라는 제목 하에 7개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US 10 CFR Part 72는 ”사용후연료  고  방사성폐기물의 독립

장시설에 한 인허가 요건“이라는 제목처럼 인허가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

이며, 12개의 Subpart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성물질의 사용  취 과 련한 법규로는 “부산물의 사용  취 을 한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US 10 CFR Part 30과 “특수 핵물질의 사용  취 을 한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US 10 CFR Part 70이 있다.

미국의 NRC에서는 GNEP과 연계된 방사성물질의 장 련 평가를 해 다음과 

같은 법규를 용할 정이다.

- 사용후핵연료 : US 10 CFR Part 72

- 고 폐기물 : US 10 CFR Part 70/72

- Cs/Sr and non-TRU : US 10 CFR Part 30 or US 10 CFR Part 70/72

여기서는 방사성물질의 장과 련하여 IAEA Safety Series No. 116, US 10 

CFR Part 72에 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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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AEA Safety Series No. 116

“사용후핵연료 장 시설의 설계(Design of Spent Fuel Storage Facility)”라는 

제목하의 이 법규는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건식 장과 련한 

부분들을 으로 검토하 다. 이 법규에서는 다른 법규와 달리 용어설명이 아

주 잘 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① 개  요(Introduction)

     ○ 배경(Background)

이 안 지침서는 사용후핵연료 장의 안 성에 한 IAEA 계획의 일환으

로 작성되었으며, 원자력발 소와 련한 IAEA Nuclear Safety Standards(NUSS)의 

기 , 특히 IAEA Code on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 Design의 기 을 반

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사용후핵연료 장과 련한 다른 2개의 지침서와 연 되

어 있으며, 그 지침서는 Operation of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와 Safety 

Assesment for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이다.

     ○ 목 (Objective)

이 지침서의 목 은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설계에 한 상세 지침

을 제공함에 있다. 이와 같은 지침은 장시설의 범 와 품질을 정의하고 리하기 

하여 필요하며, 설계자가 기술사양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장시설의 수명기간동안 공 의 건강, 안   환경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수, 취 , 장  인출되어야 하므로, 사용후핵연료 장시

설의 안 한 운 을 해서는 최  설계가 필수 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장시설이 수명기간  정상운 조건, 상운 사고조건, 설계기 사고조건

하에서 미임계, 잔열제거, 방사선 방어  방사성물질의 격납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만 한다.

     ○ 범 (Scope)

이 지침서는 가동 인 원자력발 소의 일부가 아닌 독립 인 간 장시설

을 용범 로 한다. 간 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장조에서 인출한 핵연료를 재

처리 는 구처분 시까지 안 하게 장하며, 원자력시설(원자력발 소 는 재처

리시설)과 동일한 부지 혹은 독립된 부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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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연료가 이 지침서의 주된 용 

상이지만, 가스 냉각형 원자로에서 발생한 핵연료, 핵연료 다발 구성품, 그리고 

한 안 성분석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캐니스터(Canister)에 재된 손상된 핵연

료에도 용이 가능하다.

  Safety Guide on Fuel Handling and Storage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s는 

가동 인 원자력발 소의 구성 요소로 되어있는 핵연료 장시설에 한 설계지침

을 제공하고, 고  방사성폐기물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한 설계지침

은 일련의 방사성폐기물 안 기 (Radioactive Waste Standards, RADWASS)에 포

함되어있다.

  수송요건은 IAEA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기타 련자료에 기술되어 있으며, 장과 수송 사이의 복된 사항은 이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다.

   ② 일반지침(General Guidance)

     ○ 사용후핵연료 장시설(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는 구 처분할 때

까지 안 하고 안정 이며 확실하게 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른 공학  설비와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안 한 운 과 유지 여부는 한 설계와 시

공에 부분 으로 좌우된다. 공 의 건강과 안  는 환경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후핵연료를 인수, 취 , 장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시

설의 가장 요한 설계 요건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장시설이 설계사양서에 기술된 상 수명기간

동안 핵연료의 미임계 유지, 잔열 제거, 방사선방어, 격납유지 기능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규제기 이 승인한 설계기 에 따라 상운 사고 

 설계기 사고에서도 안 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의 습식  건식 장시설이 회원국에서 운 되고 있거나 건설 

에 있다. 각각의 설계는 다르지만, 수십년간 한 안 성이 보장되도록 상 으

로 단순하며 주로 피동식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후핵연료 취   장작업

은 비교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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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간 장시설에 장되는 핵연료는 원자력발 소에서 일정기간 장 

후 이송되는데, 이 최  장기간  휘발성 핵종, 방사선 세기  잔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 장시설에 장되는 동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

건은 상 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제한조건에 근 되기 에 사고 완화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므로, 복잡하고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어계통이 없

어도 사용후핵연료를 안 하게 취   장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는 다른 형태의 설계가 가능

하며, 회원국 내에서의 실례도 그러하다. 이러한 설계는 설계사양서에 기 하여 기

본  안 성, 운 , 규제기 , 부지특성  제한조건, 감시, 유지보수, 운 상태, 설

계기 사고, 품질보증, 해체, 투자비용 등을 히 조화시키기 한 반복작용을 통

하여 설계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설계범 와 상세 내용은 설계사양서로 문서화되고 

장시설 운 자 는 미래의 소유자, 규제기  등 련기 의 검토  승인을 받

는다.

     ○ 미임계(Subcriticality)

장시설 설계의 안 상 기본 목 은 체 계통에 미임계가 항상 유지되도

록 하는 것에 있다.

  핵연료의 미임계는 다수의 설계인자와 방조처에 따라 보장되거나 향을 받는

다. 기하학 으로, 안 한 형상을 통하여 정상운   사고조건에서도 미임계가 유

지되도록 장시설을 배치  배열하고,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 미임계 유지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고정형 성자 흡수재 는 연소도 신뢰성(burn-up credit) 등과 같

은 추가  방안을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장시설은 내․외부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기존 배열형상이 임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 시키는 방향으로 변형되어 미임계 상태가 향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정상운   일반사고조건에서 핵연료의 형상을 비정상  상태로 

유도하는 사고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

고의 발생 확률과 상결과를 평가하고, 모든 사고조건에서 미임계의 유지를 보장

할 수 있는 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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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증배계수(keff의 보수  계산치로 사용될 수 있는)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하여야 한다.

 • 규제기 이 인정하는 한 미임계 여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산과 자료의 

불확도를 포함하여 5%의 여유도가 일반 으로 인정된다.

 • 각 핵연료다발 내에서의 농축도가 상이할 경우 정확한 모형화 방안을 사용하던

가, 최악조건으로 계산한 표  농축도를 가정하여야 한다.

 • 핵연료다발의 농축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 최  농축도의 핵연료다발을 장시

설의 설계기 으로 한다. 그러나, 고농축도 핵연료다발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핵연료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우별로 평가하여 설계에 반 할 수 

있다.

 • 핵연료 련 자료(설계형상, 핵자료 등)에 불확도가 있는 경우 최악조건으로 계

산된 표 값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불확도로 인한 효과를 정량화하기 하

여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성자 반사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량은 최  설계용량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 성자 흡수재가 고정식이고 성자 흡수능력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가상사고에 

있어서는 열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만 성자 흡수재에 한 신뢰도를 고려

할 수 있다.

 • 핵연료다발의 성자 흡수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 규제기 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연성 흡수재를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정당성에 한 근거에는 연소도에 따른 성자 흡수능력 감소에 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래될 수 있는 핵연료와 장 장비의 기하학  변형

을 고려하여야 한다.

 • 상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되는 최악의 성자 감속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규제기 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성에 근거하여 연소도 신뢰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 모든 핵연료는 최 반응을 일으키는 연소도와 농축도를 갖는 핵연료로 가

정하여야 한다. 연소도 신뢰성을 고려하는 것에 한 입증자료로는 핵연료 

장 의 핵분열 생성물질에 한 계산치 는 소모 수 을 직․간 으로 확인

하는 한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장지역의 성자 첩효과를 용하지 않기로 가정하는 경우, 이는 

한 계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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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배치(Structure and Layout)

사용후핵연료 취   장계통의 배치에 련한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 취   장지역에서의 비인가 출입 는 허가되지 않은 핵연료

의 인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장지역은 타 운 지역의 근도로상에 치하여서는 안 된다.

 • 핵연료를 취 할 때 수송로는 가  짧고 직선화하여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취

작업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배치를 히 하여, 장된 핵연료  안 설비 상부로 량물을 수송하는 필

요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배치설계에 있어서는 핵연료취 작업, 장  작업자 근과 련하여 ALARA 

원칙이 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핵연료취 장비  장용기의 제염과 유지보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핵연료  핵연료취 장비의 검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 핵연료  장용기의 운반과 이들의 취 장비간 운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

여야 한다.

 • 장용기를 안 하게 취 하기 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하여 별

도의 장용기 하역지역 확보 는 시설 내에 용공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

을 고려할 수 있다.

 • 장설비의 검사  보수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를 사용하고 장할 수 있는 장

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 손상되거나 출되는 핵연료에 한 안 한 장과 격납방법이 확보되어야 한

다.

 • 비상시 인원이 시설을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배치설계에 고려하여야 한

다.

 • 주기 인 검사와 보수가 필요한 모든 설비로의 근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과 같은 가상사고 후에도 안 한 장조건이 보장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 미임계 여유도를 감소시키고, 열 달을 하시키거나, 는 검사  보수작업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재료 부식과 설비열화 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분( , 빗

물), 무기질용액, 유기질 등이 통부를 통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시 고려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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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방어(Radiation Protection)

장시설 설계시 IAEA Safety Series No. 115  50-SG-D9의 안 지침과 

요건에 따라 작업자와 공 에 한 방사선 방어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습식  건식 장시설 설계시 용되는 방사선방어 기 은 모든 원자력시설의 경

우와 동일하며,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 용할 때는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의 취 , 장 검사  감시활동의 결과로 래되는 작업자와 공

에의 방사선피폭량은 IAEA Safety Series No. 115에서 권고하는 기 치를 

과하여서는 안 된다.

 • 작업자와 공 에 한 피폭량이 ALARA 원칙을 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잠재  피폭 가능성과 피폭량이 합리 인 최 수 이 되도록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취 계통의 설계시 와 같은 기 을 수하기 하여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 공기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이로 인한 작업자와 공 에 한 피폭을 기 치 

이하로 제한하기 하여 한 환기계통(필요시 공기여과장치를 포함)을 포함

하여야 한다.

 • 방사성 유출물질의 감시용 설비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취 시 오염물질의 을 허용치 이하로 제한하고, 오염이 발생

했을 경우에 한 제염방안을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와 용기는 온도, 불순물농도, 방사선 세기 등의 변수를 리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취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를 취  는 장하는 지역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한 방사선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사선 감시는 IAEA Safety Series No. 50-SG-D9

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핵연료 취 계통지역과 인 지역에는 IAEA Safety Series No. 50-SG-D9의 요건을 

만족하는 차폐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 하여 다음 사항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차폐설계  해석에 있어 상이 되는 모든 공간은 최  연소도  조사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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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냉각기간을 가진 핵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 차폐장치의 통부( , 냉각계통용 통부, 장   인출용 통부)에는 국부

인 고감마선과 성자의 집 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해석 시 핵연료 운반용 장비는 최 량의 핵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

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취 장비는 부주의에 의하여 비 차폐구역으로 핵연료를 치하거

나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방사성물질의 침 으로 인한 방사선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사성물질의 격납(Containment of Radiation Material)

사용후핵연료 장  취 계통은 방사성물질을 한 방법으로 격납시

켜 방사선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으로 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장기간  핵연료피복 이 열화되어 체가 손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는 

장  핵연료피복 이 열화되어도 시설의 안 운 에 문제 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

도의 방법으로 격납이 유지되어야 한다.

  정상운   사고조건 시 공기  방사성물질의 격납을 하여 필요한 경우, 환

기  방출가스계통을 고려하고, 모든 격납계통에는 감시설비를 구비하여 시설운

자가 안 한 장조건 유지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열 제거(Heat Removal)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은 핵연료의 최  장시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냉각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은 장된 핵연료와 피복 의 온도가 규제

기 의 권고치 는 승인치를 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능력을 확보하고, 모든 

설계기  사고조건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은 장기간  최  장량에 의한 발생열을 제거하기에 합하여

야 하며, 장할 핵연료의 연소도와 냉각기간을 고려하여 잔열제거에 필요한 용량

을 결정하여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은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계통의 기능 하를 감

안하여 잔열제거능력에 한 여유분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시설의 최  열 용량

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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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VAULT)형 장방식과 같은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잔열은 시간 경과에 따

라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를 들어, 기에는 강제냉각방식을 채택하

고 그 후에는 자연냉각방식으로 환할 수 있다.

  선정된 장방식, 장기간 장  핵연료의 과열 상 가능성, 그리고 사고 향의 

완화를 한 보수  기  등에 따라 다  / 는 다양한 잔열제거계통을 설계

에 고려하는 것이 합한 경우도 있다.

  잔열제거계통은 핵연료 운반시 핵연료의 온도를 정치 이하로 유지하기에 합

한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자재(Materials)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설계는 정해진 운 기간을 기 하고, 설계수명은 

부품에 한 주기  검사, 보수, 교체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 성 련 품목은 시설의 수명기간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능유지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안 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구조용 자재와 용 방법은 규제기 이 승인한 기술기 에 따르고, 고방사선에 노

출될 우려가 있는 자재에 해서는 잠재 인 방사선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다발과 직  하는 구조물 는 부품의 재질은 핵연료다발에 

합하고, 장기간  핵연료의 건 성에 해가 되는 이물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주 환경이 핵연료와 안 성 품목에 미치는 향에 하여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

다. 특히, 노출된 UO2의 산화(U3O8)로 인한 부피팽창과 입자형성 가능성에 하여 

검토하고, 추가 으로 장환경의 변화( , 습식-건식-습식)에 의한 향도 평가하여

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격납계통( , 피복 , 장수조 구조물, 장용기, Silo 는 vault의 

벽체와 부 ) 내․외부에의 부식성물질로 인한 향을 고려하고, 모든 계통은 

기능상실 시 래되는 방사선학  결과에 상응하는 신뢰성을 수명기간 동안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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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수 설계인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신뢰성 확보방안으로는 내

구성 자재사용, 주요 구성품의 다 화, 보조계통( , 원)의 신뢰성확보, 효과  감

시계획  효율  유지보수계획(즉, 시설의 정상운 과 부합되는 유지보수계획) 등

을 사용하는 장방식 기술에 따라 설계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표면 제염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운 상태  설계기 사고시 제염물질과 운

환경과의 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취 (Handling)

사용후핵연료 취   운반계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핵연료 취 장비

- 핵연료 운반용 장비

- 핵연료 인양장비

- 핵연료 분해장비

- 용기운반작업에 필요한 제반 취 장비

- 손상핵연료 는 손상용기의 안 취 장치

  취 장비는 핵연료, 핵연료다발, 장용기 는 장용기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취 장비에는 핵연료다발의 표면에 손상을  수 있는 리한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 사고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한 강제  체결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구동장비에는 속도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 원이 나갔을 경우 핵연료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사고에 의

한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면 하  경로의 다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핵연료를 안 하게 정 치시키기 하여 필요한 경우 핵연료 취 장비는 비상

시 수동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핵연료다발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 제한치 미만이 

되도록 취 장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 취 장비는 험하거나 부 합한 운 을 방지하기 한 한 연동장치나 물

리  제한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동 는 제한장치는 어떠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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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운반( , 핵연료의 정 치 이탈, 장비의 수조 벽으로의 과도한 근), 

핵연료 는 다른 부품의 과도한 인양, 사고에 의한 인양물 추락, 는 부

한 하 취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안  측면에서 핵연료 취 장비 운 자에게 육안 확인이 어려운 장비의 운 상태

에 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지시계

를 한 치에 설치하거나 는 다른 방안을 설계 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취 시 핵연료 취 과 련한 휴 용 수동식 는 동식 공구를 

사용하여도 핵연료 취 장비의 설계목 에 부합되고, 핵연료 취 상 안 성을 해치

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장시설로 운반하기 하여 필요한 운반장비는 정상상태와 사고 

시 건 성을 유지하고, 사고낙하의 경우 작업자와 공 이 기 치 이상의 방사선 피

폭을 받지 않도록 핵연료 캐니스터의 격납 는 차폐 계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한 사고낙하로 인하여 핵연료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핵연료 는 장시설에 과도한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특별 설계요건(Specific Design Requirements)

다음에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장시설에만 용되는 요건과 고려사항을 기술

하 다

      ○ 미임계(Subcriticality)

핵연료 바스켓 는 캐니스터와 이들을 내부에 안치하는 장용기 는 

Silo는 핵연료의 장 , 장  인출시 미임계를 유지하기 하여 결정된 핵연료의 

배치형상이 변형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건식 장시설 설계 시 내․외부사건의 결과로 유입되거나, 재배치되는 감속재로 

인하여 래될 수 있는 미임계에 한 향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임

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입증한다. 

이를 하여는 부지조건을 철 히 분석하여 핵연료가 외부환경으로부터 효과 으로 

격리되어 장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해석에 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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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배치(Structure and Layout)

장용기 는 Silo는 핵연료의 안 한 인출이 가능하고 용기 몸체에 견고

하게 체결할 수 있는 뚜껑이 장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Vault의 경우에는 유사

한 뚜껑을 장튜  는 캐니스터에 장착하여야 한다. 장용기 는 Silo에 liner

가 장착되는 경우 liner와 외부벽체 사이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고, Vault의 

경우에는 배수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단 재방식의 핵연료 바스켓 는 용기인 경우, 재될 핵연료 바스켓 는 

용기의 량(최  장 핵연료무게 포함)으로 인하여 취 상 문제 이 야기될 정도

의 구조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하 , 충격하   

내진하 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상운 , 상운 사고 후 회복과정 는 일반사고 시 장용기, Silo 는 Vault 

장지역으로 는 그 지역으로부터 핵연료를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공

간이 모든 방향에 확보되어야 한다.

  소외 운반용 장용기는 IAEA Safety Series ST-1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하고, 

장용기 는 Silo는 사고에 의한 복에도 안 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장용

기 는 Silo의 설계시 연결부 는 승인된 방수구조 는 다른 형태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장용기 는 Silo 장지역의 기 구조물은 체 용기와 취 장비의 량에 의

하여 캐니스터의 안 성에 향을  정도의 과도한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

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노천상태의 건식 장시설은 지표수를 히 수집, 감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를 마련하여야 하며, 장시설에 핵연료 인출용 핫셀이나 다른 설비가 없는 경우, 

장용기 는 Silo는 규제기 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건식 장지역과, 인근의 구성품  배 을 배치할 때 다른 감속재( , 물)가 장

된 핵연료에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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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방어(Radiation Protection)

장용기, Silo, Vault는 핵연료를 장 하 을 때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선

량이 IAEA Safety Series No. 115에서 권고된 기  는 제한치를 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장 배치형태에서 장용기, Silo  Vault의 핵연료 장   인출 시 비 리

구역에 한 방사선의 skyshine(공기 매질에 의한 반사)과 반사효과를 ALARA 

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는 속 장용기, Silo 는 Vault의 설계는 규제기 이 승인하는 

격납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방사성핵종의 방출을 방지하는 방벽에는 liner가 

포함되며, 이 liner는 장용기, Silo 는 Vault 구조물의 일부분을 형성하기도 

한다.

 • Vault 시설에서 공기  방사성핵종이 허용치 이상으로 발생하거나 침 될 가능

성이 큰 지역은, 장시설의 다른 지역으로 방사성핵종이 출되지 않도록 부

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으로는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허용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  여과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격납상태와 격납 손실을 용이하게 감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연속 감시

기능이 없는 경우, 격납의 건 성을 찰하거나 는 측정을 통하여 주기 으

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열제거(Heat Removal)

 • 장시설은 핵연료 온도와 구조물의 건 성 유지에 한 설계요건을 만족하기 

하여 잔열을 주변환경으로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용기, Silo 장지역 는 Vault는 열의 소산이 용이하도록 치, 건설 는 

유지되어야 하며, 악천후시 열제거능력의 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 장용기, Silo  Vault에 장된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계통은 가능한 한 피동

식이고 유지보수요건이 최소인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통의 로는 

자연 류, 도  복사 상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강제순환식 냉각계통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규제기 의 여하한 요건에도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가 장용기, Silo 는 Vault 안에 기체와 같이 장되고, 핵연료

의 건 성을 하여 기체의 설계요건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규제기 의 요

건에 따라 이 기체를 감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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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Materials)

 • 장용기, Silo 는 Vault는 운   한 보수 / 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

는 한, 설계수명기간  상되는 제반환경  장 조건하에서 차폐  격납기

능을 유지하기에 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기노출과 내․외부의 습도에 의한 부식, 핵분열 생성물, 온도변화, 

내부 기체발생  고방사능을 포함한다.

 • 장용기, Silo 는 Vault와 이의 뚜껑은 화학   방사선  안 성, 기계  

충격과 열 효과에 한 한 내구성을 구비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규제기 이 승인하는 규격과 표 에 따라 자재와 장환경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핵연료와 격납의 건 성 보호에 필요한 기체환경을 유지하기 하여 핵연료를 

히 건조시켜야 한다.

    ○ 취 (Handling)

 • 운반용으로 설계된 용기는 수명기간  상되는 사용조건  하 조건에 부합

하는 취   인양용 장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차폐 장용기와 속의 캐니스터 구조의 건식 장시설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다발의 캐니스터 장 , 캐니스터 , 그리고 콘크리트 

장용기에 캐니스터를 장입한 다음 단계인 수송에 한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

다. 수송용건은 규제기 의 요건에 따라 소내 수송인 경우 방사선 차폐용 포장

(overpack), 소외 수송인 경우 차폐체와 충격흡수장치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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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 CFR Part 72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기물의 독립 장시설에 한 인허가 요

건”이라는 제목하의 이 법규는 12개의 sub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하

다고 단되는 5개의 subpart를 으로 살펴보았다. 이 법규는 다른 법규와 비

교하여 보면, 인허가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①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 목 (Purpose)

본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독립 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장하는 것과 

련하여 원자력발 소에서 방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기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 수

송  보유하기에 필요한 인허가 발 에 한 요건, 차  기 과 NRC의 인허가 

발 조건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는 1982년도에 제정된 Nuclear Waste 

Policy Act(이하 NWPA)의 Subtitle B-Interim Storage Program에 따라 연방정부의 

간 장계획용으로 1983년 1월 7일 재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에 지성

(DOE)에 발 될 인허가를 포함한다. 한, 이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

성폐기물을 감시와 회수가 가능한 장시설(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installation, 이하 MRS)에 장하는 것과 련하여 미국 에 지성이 원자력발 소에

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기물과 기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 수

송, 포장  보유하기 한 인허가발 에 하여 그 요건, 차  기 을 제정하고 

있다.

     ○ 범 (Scope)

 (a) 인허가 종류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하여 발 되는 인

허가는 다음을 인수, 수송, 포장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냉각기간이 1년 이상된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장용으

로 특별히 설계되고 건설된 시설에 장할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와, ISFSI의 사용후핵연료 장과 련된 기타 방사성폐기물

     - 냉각기간이 1년 이상된 사용후핵연료 장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건설된 

미국 에 지성 소유의 MRS에 장할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

료, 고체 상태의 고  방사성폐기물,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

사성폐기물과 련된 기타의 방사성폐기물.

 (b) 본 규정  ISFSI와 련된 사항은 정주( 정을 맺은 주)의 주민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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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미국인에게 용되며, MRS 련사항은 미국 에 지성 소유의 MRS에만 

용된다.

 (c) 본 규정의 요건은 필요에 따라 (1) ISFSI의 사용후핵연료, (2) MRS의 사용후핵

연료  고  방사성폐기물에 한 습식  건식 장방식 모두에 용된다.

 (d)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기 한 인허가는 “인

허가 발 ”항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발 된다.

 (e) NWPA 제 135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에 지성은 1983년 1월 7일자로 연방정

부가 소유하는 1개 는 그 이상의 시설에 가용 장량만큼 장하는 경우, 본 

규정이 요구하는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민간부분의 원자력발 소에

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기 하여 시설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경

우에도 그러하다.

 (f) 본 규정과 련된 구성품, 기기, 자재 는 기타 물품  용역을 사업자, 원도

자 는 하도 자에게 의도 으로 제공하는 자가 있는 경우, 72.12항의 법

행 에 한 NRC의 강제조치는 그 제공자에게 개별 으로 용된다.

    ○ 인허가 종류(License Required: Types of Licenses)

 (a)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의 인수, 취 , 장  수송에 한 인

허가에는 일반 인허가  특정 인허가의 두 가지가 있다. 본 규정에 따른 일반 

인허가는 별도의 신청이나 특정의 사업자에게 인허가 문서를 발 하는 차 없

이 유효하다. 특정 인허가는 본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발

된다.

 (b) 일반 인허가는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을 그 양에 계없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본 규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

업자는 특정 인허가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

성폐기물을 취득, 배달, 인수, 보유, 사용 는 수송할 수 없다.

 (c) 특정 인허가  본 규정의 Subpart K에 따라 NRC가 발 한 일반 인허가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도, (1) ISFSI에 장할 목 으로 사용후핵연

료를 취득, 인수 는 보유할 수 없으며, (2) MRS에 장할 목 으로 사용후핵

연료, 고  방사성폐기물, 는 고  방사성폐기물에 련된 방사성물질을 

취득, 인수 는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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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허가 신청, 양식  내용(Licensing Application, Form, and Contents)

     ○ 기술  사항(Technical Information)

인허가 신청 시 ISFSI 는 MRS의 운 방안과, 사용후핵연료나 고  방

사성폐기물의 인수, 취 , 포장  장을 하여 제안된 ISFSI 는 MRS를 설명하

는 안 성분석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안 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외부사고에 한 설계기 을  히 고려하여 ISFSI 는 MRS가 치할 부지

에 한 설명  안 성평가 : 이 안 성평가에는 ISFSI 는 MRS가 설계용량

으로 운 되는 경우 부지의 특성에 합하도록 설계된 시설의 주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에 한 해석  평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된 ISFSI 는 

MRS가 기존의 원자력발 소나 인가된 기타의 시설부지에 치하는 경우 이 

시설들간의 잠재 인 상호 향에 하여서도 평가하여야 한다.

 (b) 설계  운 특성, 희귀하거나 특이한 설계사항  기본 인 안  고려사항에 

특별한 심을 두고 ISFSI 는 MRS 구조물에 하여 설명  심의한 내용.

 (c) “인허가 발 ”항에 기술된 사실 인정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상세

한 ISFSI 는 MRS의 설계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Subpart F에 따르는 ISFSI 는 MRS의 설계기 으로 일반설계 기 의 추가 

사항 는 일반설계기 과의 괴리사항에 한 확인  정당성 입증을 포함.

     - 설계기 , 설계기 와 설계기 의 연 성.

     - ISFSI 는 MRS가 한 안  여유도를 갖고 설계기 에 만족함을 인정하

기에 충분한 것으로 건설자재, 일반배치, 주요구조물의 크기  안 에 요

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에 한 상세자료.

     - 용되는 기술기   표 .

 (d) ISFSI 는 MRS의 운 으로 인하여 래되는 공 의 건강과 안 에 한 

향을 평가할 목 으로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의 설계와 성능에 

한 분석  평가와 다음사항에 한 결정을 포함함.

     - ISFSI 는 MRS의 수명기간  정상운   상운 사고 시의 안  여유

도

     - 자연   인  사고 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결과를 완화하기 하여 마

련된 구조물, 계통  구성품에 한 성

 (e) 종사자 방사선피폭을 10 CFR Part 20에 규정된 기 치 이내로 제한  리하

고 피폭을 ALARA 원칙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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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장시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실제 가능한 정도까지 이기 한 

ISFSI 는 MRS의 설계  운 상 특성

 (g) 인허가조건과 기술사양요건으로 상되는 항목의 선정에 한 확인  정당성 

입증. 이 항목은 ISFSI 는 MRS의 설계, 건설, 시운 , 운   해체분야를 망

라하여야 한다.

 (h) 행정직 리계통을 포함한 시설의 운 계획, 신청자의 조직  Subpart I에 따

른 운 원 훈련계획

 (i)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으로서 그 기능의 성이나 신뢰성이 

과거의 실 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연 된 용사례에서 수집된 성능자료 혹

은 리 인정되는 공학  기술원리를 인용하여 입증할 수 없는 품목이 ISFSI 

는 MRS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을 명시하고 ISFSI 

는 MRS에 사용후핵연료나 고  방사성폐기물을 최 로 인수하기 에 안

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된 일정계획

 (j) 제안된 업무활동과 련하여 72.28항에 따른 신청자의 기술자격

 (k) 정상운   상운 사고 시 발생되는 기체  액체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통

제하기 하여 설치하는 장비에 한 자료. 이 자료는 설계목표와 환경으로 방

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ALARA 기 에 부합되고 10 CFR Part 72의 72. 

104항에 규정된 제한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며, 다음을 포함

하여야 한다.

     - ISFSI 는 MRS의정상운  시 기체  액체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것으로 

상되는 주요 핵종별 연간 상 출량 평가

     - 방사성폐기물계통에 사용되는 장비  공정에 한 설명

     - 기체, 액체 방사성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결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을 함유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포장, 장  처분방안과 련된 일반설

명

 (m) ISFSI 는 MRS의 직 방사선에 의하거나, 는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경우 리구역 외부에서 개인에 한 잠재  

선량당량에 한 해석. 가상설계기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 노출, 호흡 

 섭취로 인한 개인 선량당량에 한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n) ISFSI 는 MRS의 구조물, 계통  구성품으로서 안 에 요한 품목의 설계, 

제작, 건설, 시험, 운 , 수정  해체에 용되고 Subpart G의 요건을 만족하

는 품질보증계획에 한 서술. 품질보증계획은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을 명시하고 시설의 안 운 을 보장하기 한 행정 리계통에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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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o) Subpart H에 따른 설계특성과 계획을 포함한 물리  보안계획에 한 상세한 

서술. ISFSI 는 MRS용으로 에 지성이 신청하는 경우 에 지성은 Subpart 

H에 따라 방사선 태업에 한 물리  보안계획을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공공

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하여 에 지성의 지상시설물에 요구되는 것

과 동등한 수 의 안 보장장치를 ISFSI 는 MRS에 마련한다는 보증이 포함

되어야 한다.

 (p) 가동  시험  시운 계획에 한 서술

 (q) 72.30항에 따른 해체계획

   ③ 인허가 발행  조건(Issuance and Conditions of License)

    ○ 인허가 발 (Issuance of License)

 (a) 본 조항 (c)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NRC는 인허가 신청내용이 련법규  NRC 

규정의 기 과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인정된다고 단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발행한다.

     - 신청된 ISFSI 는 MRS의 설계가 Subpart F의 요건을 만족

     - 시설부지가 Subpart E의 요건에 합

     - 신청된 ISFSI가 원자력발 소나 기타의 인가된 시설부지 내에 치하는 경우 

그와 같은 시설의 안 운 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음

     - 신청자는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본 규정에 따라 시설을 운 할 수 있는 자

격을 갖추고 있음

     - 건강을 보호하고, 인명  재산에의 험을 최소화하기 한 운 차가 

     - 에 지성을 제외하고, ISFSI 는 MRS에 한 인허가 신청자는 본 규정에 

따라 신청한 업무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음

     - 신청자의 품질보증계획은 Subpart G의 요건을 만족

     - 물리  보안계획은 Subpart H의 요건을 충족. 에 지성은 72.24(o)항에 따른 

핵물질 안 보장조치와 물리  보안요건을 충족

     - 운 원 훈련계획은 Subpart I의 조건에 부합

     - 에 지성을 제외하고, 72.30항에 따른 신청자의 해체계획과 재정보증 방안은 

시설의 수명이 종료되어 제염  해체를 하는 경우 공 의 건강과 안 을 

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 인 보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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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인허가된 업무활동은 공 의 건강과 안 에 해를 주지 않고 수행할 수 

있으며, (ii) 이 업무활동은 본 규정의 용요건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는 합

리 인 보장을 마련

     - 인허가 발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해를 주지 않음

 (b) ISFSI에 사용후핵연료의 장을 한 인허가, MRS에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을 한 인허가가 거부되는 사유는, 핵물질 보장조치실

(Office of Nuclear Materials Safety and Safeguards)의 책임자 는 그가 지명

한 자, 공청회가 실시된 후에 주재 ,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Atomic Safety and Licensing Appeal Board, 는 통합조직으로서의 NRC가 

환경보존에 필요한 한 조건이 포함된 인허가를 발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인정하기 에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인허가 발행을 거 할 수 있는 사유

가 된다. 이러한 인정은 10 CFR Part 51 Subpart A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평

가에 근거하고, MRS의 경우에는 NWPA의 141(c)  (d)항 는 148(a)  (c)

항에 따른 평가에 근거하여야 하며, 환경비용과 환경 , 경제 , 기술   기

타의 이익을 비교평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c) 10 CFR Part 50에 따른 건설허가 발행을 포함하여 기존의 인허가 범 에 포함

된 장시설의 경우 기존의 부지평가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지에 한 재평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부지평가요소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나) 인허가 기간 : 갱신(Duration of License : Renewal)

 (a) 본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인허가는 인허가 시 명시되는 기간동안만 유효하다. 

ISFSI에 한 인허가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을 넘지 못하며, MRS에 한 

인허가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40년을 과할 수 없다. 발행된 인허가는 기간 종

료시 사업자의 신청과 본 규정의 요건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다.

 (b) 인허가에 한 갱신신청은 늦어도 기존 인허가 기간의 종료 2년 에 Subpart 

B의 련요건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허가 신청 시 포함되었던 자

료, 진술서, 보고서는 그 사항이 명확하고 특정 일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것으

로 체할 수 있다.

 (c) 사업자가 늦어도 기존 인허가 기간의 종료 2년 에 합한 양식으로 인허가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NRC가 갱신신청에 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기 까지 

기존의 인허가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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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지 평가 요소(Siting Evaluation Factors)

    ○ 일반 사항(General Considerations)

 (a) ISFSI 는 MRS의 안 이나 환경 향에 직 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지특

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b) ISFSI 는 MRS의 정지역은 시설의 안 운 에 향을  수 있는 자연  

 인  외부사고의 빈도수와 심각성에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c) 설계기  외부사고는 정부지와 ISFSI 는 MRS의 설계를 종합 으로 고려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d) 정부지의 설계기  외부사고에 하여 그 부지에 치할 ISFSI 는 MRS의 

설계과정에서 한 보호방안이 강구될 수 없다면 그 부지는 합하지 아니

한 부지로 간주되어야 한다.

 (e) ISFSI용 정부지는 10 CFR Part 51 Subpart A, 그리고 MRS용 정부지는 

NWPA 제 141조 는 148조에 따라 인구  인구분포, 역사  그리고 미  

가치를 포함한 지역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한 잠재 인 방사선학  

 기타의 환경 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f) 시설부지는 홍수 시 범람원의 생성과 변경에 련된 장단기  악 향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지역에 치하여야 한다.

    ○ 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출물  직 방사선 물질에 한 기

 (a) 정상운   상사고 시 리구역밖에 있는 개인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의한 

연간피폭선량은 신기  25 mrem, 갑상선기  75 mrem, 기타 신체조직기  

25 mrem을 과하지 말아야 한다.

     - 방사성물질(라돈과 라돈의 붕괴 생성물 제외)의 일반 환경으로의 계획된 방

출

     - ISFSI 는 MRS의 운 으로 인한 직  방사선

     - 지역 내에서 우라늄주기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직  방사선

 (b) ISFSI 는 MRS의 운 과 련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과 직  방사

선에 하여 ALARA 기 에 합치시키기 한 운 상 제한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c) ISFSI 는 MRS의 운 과 련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과 직  방사

선의 양을 상기 (a)하의 제한치 기 에 부합하기 하여 운  제한치를 설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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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설의 리구역(Controlled Area of ISFSI or MRS)

 (a) ISFSI 는 MRS 부지에는 리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b) 설계사고시 리구역의 경계지역이나 그 외부에 있는 개인이 받는 피폭선량은 

신 혹은 각 신체조직을 기  하여 5 rem을 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후핵

연료나 고  방사성폐기물을 취   장하는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리

구역의 경계까지는 최소 100 m를 유지하여야 한다.

 (c) 교통을 통제하고 공 의 건강과 안 을 보호하기 한 하고 효과 인 책

이 수립된다면 리구역으로 고속도로, 철로, 는 수로가 횡단하여도 무방하

다.

   ⑤) 일반설계기 (General Design Criteria)

    ○ 일반 사항(General Considerations)

 (a) ISFSI에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거나 MRS에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

폐기물을 장하기 하여 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장시설의 설계기 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기 은 72.3항에 정의된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의 설계, 제작, 설치공사, 시험, 유지보수  성능에 한 요건을 수립한

다. 일반설계기 은 ISFSI 는 MRS의 설계기 에 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

하고 있으며, 본 일반설계기 에 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인허가 신청자

는 ISFSI 는 MRS의 설계에 필요한 안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b) MRS는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의 고화체를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액상의 고  방사성폐기물은 장할 수 없다. MRS가 습식

인 경우 고화체 폐기물이 내구성이 있고 물에 용해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

다.

    ○ 반  요구사항(Overall Requirements)

 (a) 품질기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은 기능상 안 도에 합한 

품질기 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되어야 한다.

 (b) 환경조건  자연 상으로부터의 보호 :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은 ISFSI 는 MRS의 정상 인 운 , 

유지  시험과 련한 부지특성과 환경조건에 합하고 그 효과를 수용할 

수 있고, 가상사고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은 지진, 토네이도, 허리 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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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의 향을 견디고 안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여야 하며, 설계기 는 다음사항을 반 하여야 한다.

        ․부지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최 치로서 자료  자료축

기간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당한 여유도를 감안

        ․정상  사고조건의 향과 자연재해의 향에 한 한 조합

        ․ISFSI 는 MRS는 건물구조물의 량붕괴 는 이로 인한 량물이 사

용후핵연료나 고  방사성폐기물의 상부, 는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에 낙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의 설계기 와 비교하기 하여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의 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 ISFSI 는 MRS의 부지가 주요 수자원인 수층에 치하는 경우, 이 경로

를 통하여 방사능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측정되어야 한다.

 (c) 화재  폭발로부터 보호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은 발생 가능

한 화재  폭발물에도 안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치시켜야 한다. ISFSI 는 MRS의 시설 체는 가능한 한 불연성  내열성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사성물질의 리와 안 리기능에 필수 인 

장소에는 특히 그러하다. 화재  폭발의 감지, 경보발령  진압계통은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구비하도록 설계하여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이 

화재  폭발로 인하여 받게되는 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 ISFSI 는 

MRS가 화재진압설비의 가동 혹은 고장으로 인하여 받는 향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d) 구조물, 계통  구성품의 공유 : ISFSI 는 MRS의 안 에 요한 구조물, 계

통  구성품은 타시설과 공유하여서는 안되지만, 공유 결과, 사고 시 정상상

태로의 복귀능력을 포함하여 안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하되지 않는다면 

공유하여도 무방하다.

 (e) 부지의 근 성 : ISFSI 는 MRS가 다른 원자력시설과 인 하여 치하는 경

우 이들 시설의 복합운 에 따른 효과가 공 의 건강과 안 에 해를 주

지 않도록 설계  운 되어야 한다.

 (f) 계통과 구성품의 시험  유지보수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은 

비상시를 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부지 외부의 응 시설,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 처기 과 같은 소외 응 기 이 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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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격납방벽  계통 : 

     - 사용후핵연료의 피복 은 장기간  감손을 방지하여 체 손이 래하

지 않도록 하거나, 는 핵연료를 인출하는 경우 장  핵연료의 감손으로 

인한 안 상 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핵연료를 격납하여야 한다. 이 격납에

는 핵연료다발 는 핵연료를 조 하게 입하는 방법이나 기타의 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정상운  는 비정상운  시 공기  방사성입자의 격납을 보

장하기 하여 환기계통  배출가스계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안 한 장상태의 유지에 필요한 시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시 을 결정

할 수 있도록 격납 계통은 연속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고  방사성폐기물은 취   회수 시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량과 방사선

피폭이 10 CFR Part 20의 규정치를 과하지 않도록 포장하고, 포장물은 인

허가 기간  고  방사성폐기물의 격납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 장비  제어계통 : 정상운   비정상운 의 범 에 걸쳐 안 에 요한 계

통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  제어계통을 갖추어야 하며, 사고조건에서도 기능

이 유지되어야 하는 장비  제어계통은 안 성분석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j) 통제실 는 통제지역 : ISFSI 는 MRS에서 통제실이나 통제구역이 필요한 경

우에는, 운 원이 상주할 수 있으며, 시설의 정상운  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비정상운 이나 사고 시에는 시설의 안 통제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k) 부 시설 :

     - 부 시설은 비상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안 에 요한 부 시설은 한 

용량과 단일사고 시 안 기능의 수행능력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다 성이 확

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비상용 부 시설은 체운 공정을 포함하여 정상  비상공 원간의 환

기능과 작동성을 시험할 수 있고, 련 안 계통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1차 원이 상실되는 경우, 안 장기 을 확보하고 안 장에 필수 인 

계통의 기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력을 계기류, 보조계통, 앙보안경보계

통  운 계통에 공 할 수 있는 안정 이고 즉각 인 비상 원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 ISFSI 는 MRS가 다른 원자력시설 부지에 치하는 경우, 부 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물리 으로 연결할 수 있으나, 부 시설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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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는 구성품의 오동작이나 사고발생의 가능

성 는 그 결과가 히 증

        - 각 시설의 기술사양서를 기 으로 명시된 안 여유도가 히 감소

 (l) 회수성 : 장시설은 추후 재처리 는 처분 시 사용후핵연료나 고  방사성

폐기물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핵임계 안 기 (Criteria for Nuclear Criticality Safety)

 (a) 임계 안 성 설계 : 사용후핵연료의 취 , 포장, 운반  장계통은 항상 미임

계가 유지되고, 핵임계에 요한 조건 에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상호 독

립 인 두 가지 이상의 변화가, 동시 혹은 연속 으로 발생하기 에는 핵임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사용후핵연료의 취 , 포장, 운

반  장계통은 계산 시 사용하 던 자료와 방법의 불확도를 고려하여 핵임

계인자에 안  여유도가 포함되고, 취 , 포장, 운반  장조건에서의 안 성

과 사고 시 직 인 환경에 한 안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b) 임계 제어방법 : 실질 으로 가능한 경우, ISFSI 는 MRS는 유리한 기하학  

형상, 구 고정식 성자흡수재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반 하고, 고체형 성

자흡수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속 인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방

안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c) 임계 감시 : 특별한 핵물질을 취 , 사용 는 장하는 지역에는 임계사고가 

발생하면 분명한 경보음을 발하는 핵임계감시계통을 설치하여야 하나, 특별한 

핵물질이 수면하에서 취  는 장되는 경우에는 수  감시가 필요하지 아

니하다. 특별한 핵물질이 본 규정에 의하여 발 된 인허가에 따른 장형상으

로 포장되어 있는 장지역에 해서는 감시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방사선 방어기 (Criteria for Radiological Protection)

 (a) 피폭제어 : 시설의 작업자가 방사선 는 공기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피폭이 

가능한 지역과 작업에는 방사선방어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구조물, 계통  

구성품은 운 , 보수  검사시 작업자에 한 피폭이 가능한 경우, 작업자에 

한 내부  외부피폭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설치, 차폐, 제어  시

험하여야 하며, 설계에는 다음사항에 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근을 요하는 계통에 방사성물질의 축 방지

     - 근을 요하는 계통의 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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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내에서 잠재  오염 는 고방사성 지역에의 근제한

     - 근을 요하는 지역의 오염도 측정  리

     - 방사성장비 인근 지역에서의 작업시간 최소화

     - 방사선피폭에 한 작업자의 차폐

 (b) 방사선 경보계통 : 방사선 경보계통을 근 가능한 작업구역에 히 설치

하여 방사선과 공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기  설정치를 과하거나 방출

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제한치 이상이 되는 경우, 작업자에게 경

고를 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보계통은 검교정  성능시험이 가능한 구

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c) 방출물  직 방사선 감시 :

     - 취   장계통에 합하도록 방출물 계통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함

량측정방안과 물 는 공기와 같은 희석재의 유량측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 지역 내․외부의 직 방사선

에 한 측정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d) 방출물 제어 : ISFSI 는 MRS는 정상운  시 방출물에 함유되는 방사성물

질의 출을 ALARA 원칙에 따라 제한하고 사고 시에는 방사성물질의 출

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상운   상 사고 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72.104항, 설계기  사고 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

성물질은 72.106항의 제한치 이내임을 평가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방출 감시용 장치는 검교정  성능시험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기물과 기타 방사성폐기물의 장  취

기 (Criteria for Spent Fuel,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nd other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Handling)

 (a)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  취 계통 : 사용후핵연료 

장계통, 고  방사성폐기물 장계통  사용후핵연료나 고  방사성

폐기물과 련된 방사성폐기물을 함유 는 취 하는 계통은 정상운 과 사

고시 한 안 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설계에 고

려되어야 한다.

     - 안 에 요한 품목에 한 감시  시험능력

     - 정상운   사고조건시 방사선방어를 한 한 차폐능력

     - 격납계통과 격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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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의 요도에 합한 신뢰성과 시험능력을 구비한 열 제거기능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 방안

 (b) 방사물처리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 처리시설은 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으로 수송할 때까지 소내 

장이 가능한 형태로 포장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체기 (Criteria for Decommissioning)

ISFSI 는 MRS의 설계시 해체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해체방안은 

구조물과 장비의 제염이 용이하며,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과 오염되는 장비를 최

소화하고 ISFSI 는 MRS를 구해체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과 오염된 물질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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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시설 인허가요건 검토

 IAEA Safety Series No. 116, 10 CFR Part 72  ANSI/ANS-57.9 등에서는 

기술기 에 해 일반 으로 Table 3.3.1-1과 같이 정성 인 내용만 기술하고 있다. 

  10 CFR Part 72에서는 인허가요건 사항  128항에서 “사용후핵연료, 고  방

사성폐기물과 기타 방사성폐기물의 장  취 기 ”에서 사용후핵연료 장계통, 

고  방사성폐기물 장계통  사용후핵연료나 고  방사성폐기물과 련된 

방사성폐기물을 함유 는 취 하는 계통은 정상운 과 사고 시 한 안 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안 에 요한 품목에 한 감시  시험능력, 정상

운   사고조건 시 방사선방어를 한 한 차폐능력, 격납계통과 격납구조, 

안 의 요도에 합한 신뢰성과 시험능력을 구비한 열 제거기능  방사성폐기

물 발생량의 최소화 방안”을 설계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Pyro-process를 통해 생성되는 공정물질로는 U-metal, TRU metal, Metal waste, 

Ceramic waste, Vitrified waste  고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원자력연구원에

서는 감손우라늄 가공 후 발생되는 감손우라늄 칩을 장하기 해 2007년 국내 

원자력법 57조에 따라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인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U-metal을 

장하기 한 장시설 역시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인허가를 받아 장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IAEA S․S  No.116 10 CFR Part 72 ANSI/ANS-57.9

핵임계
최소 5%의 미임계 여유도

를 유지

데이터의 불확도를 고려한 

핵임계 안  여유도 포함

미임계를 유지하여야 하

며, 충분한 안 요소 고려

방사선 ALARA원칙을 수

리구역 외부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는 신 25, 

갑상선 75, 기타 25 mrem

ALARA원칙을 수

격  납
장동안 연료의 손상을 

방지

사용후연료가 안 성 문제

를 야기하지 않도록 설계

다 방벽 개념을 도입하여 

격납기능 유지

열

구조물의 건 성 유지  

연료 장 온도를 제어하기 

해 잔열제거 보장

안  요성과 일 되는 

시험성  신뢰성을 갖는 

열 제거 능력을 보유

핵연료 피복 을 허용온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열 

제거 능력

재  질
차폐, 격납을 고려한 

한 재질 사용

화재, 폭발조건하에서 안

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수명기간동안 방사선 

효과를 견딜 수 있는 재질

Table 3.3.1-1 Requirements for license of storage facility

나. 공정물질 장시설 설계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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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Configuration of storage facility

 (1) 공정물질 임시 장 련 방안

 Pyro-process를 통해 생성되는 공정물질을 임시 장하기 한 장시설을 개

발하기 하여 네덜란드의 폐기물 장시설인 HABOG를 분석하고,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 장시설의 개념을 도출하 다.

  네덜란드의 폐기물 장시설인 HABOG는 고 폐기물과 폐기물을 함께 

장하도록 설계된 이 특징이다. 고 폐기물 장방식은 vault 방식을 용하고 

Fig. 3.3.1-1과 같이 해외 장 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동 열 제거시스템을 설

계하여 고 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 으로 냉각시키고 있으며, ․  폐기

물은 Fig. 3.3.1-2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장을 하고 있다.

 

Fig. 3.3.1-1 Section of HABOG

  

Fig. 3.3.1-2  HABOG lay-out

  Pyro-process를 통해 생성되는 공정

물질을 임시 장하기 해 이들을 

장시설까지 운반하기 한 핫셀 운반

용기  캐니스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Cask 인수구역․사용후핵연료  고

 폐기물 장구역․ 폐기물 

장구역․ 폐기물 장구역․

폐기물 재포장  컨디셔닝 구역, 

docking system  피동 냉각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Fig. 3.3.1-3과 같이 임

시 장시설의 개념을 도출하 다.

 (2) Pyro-process 공정물질 장시설의 장 캐니스터 개념정립

방사성물질 장 련 규정들에서는 다 방벽 개념을 도입하여 격납기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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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물질 장을 한 캐니스터는 사고 시에도 격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격납 구조”의 개념을 용하여 설계하 다.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을 장하기 한 장 캐니스터는  

공정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용되는 Type-Ⅰ  Type-Ⅱ 단  운반 캐니스터는 3

단씩, Type-Ⅲ  Type-Ⅳ 단  운반 캐니스터는 5단씩 장할 수 있도록 Fig. 

3.3.1-4와 같이 4 가지 형태로 개념을 정립하여 설계하 다. 

.

Fig. 3.3.1-4 Storag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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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방안 분석

가. 공정물질 포장  장방식별 핵물질 용방안 분석

 (1) 공정물질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분류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로는 Uranium metal, TRU metal, 

Metal waste, Ceramic waste(REFP), Ceramic waste(AMPF), Cs+fly ash, 

Tc+calcium filter, I+Zeolite  Vitrified waste(dirty scrap)이 있다. 

  이들을 Table 3.3.2-1의 IAEA 방사성폐기물 분류기 에서 방사능   열 발생률

에 따라 분류하면 Table 3.3.2-2와 같이 TRU metal, Ceramic waste(REFP), Ceramic 

waste(AMPF)  Cs+fly ash는 고 폐기물로 분류되고, Uranium metal, Metal 

waste, Tc+calcium filter  I+Zeolite는 ․ 폐기물로 분류되며, Vitrified 

waste(dirty scrap)은 방사능 에 따르면 ․ 폐기물로 열 발생률에 따르면 

고 폐기물로 분류된다.

국  내 - 열 발생율: 2 ~ 20 kW/m
3

IAEA

- Thermal Power > 2kW/m3이고, 장수명 핵종의 농도 > LILW-SL

- 형 인 방사능 : 5×10
4 

~ 5×10
5 

TBq/m
3
 

- 열 발생율: 2 ~ 20 kW/m
3

미  국

- 조사된 핵연료

- 제1단계 용매추출 운 에서 발생한 액체폐기물 는 이에 상응하는 것

- 용매추출 후단에서 농축된 폐기물 는 이에 상응하는 것, 이러한 액

체 폐기물이 변환된 고형물을 말한다.

일  본
- 기체: 방사능농도 >0.037 KBq/ml
- 액체: 방사능농도 >37,000 KBq/ml
- 고체: 방사능농도 > 3.7×104 KBq/ml

랑스 - 열을 발생하는 유리화된 핵분열생성물

  국

- 방사능 농도: 10
4 

~ 10
6 

TBq/ton

- 심각한 열 발생 

- 재처리 시 고방사성 액체폐기물을 고정화시킨 사용후핵연료  그 생

성물

Table 3.3.2-1 Classification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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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물질 종류
치  수

(mm)

체  

(m3)

붕괴 열

(kW/m3)

방사능

(TBq/m3)

폐기물 분류

열 방사능

Uranium metal Φ225x900L 3.58E-02 1.29E-03 3.69E+00 LILW LILW

TRU metal Φ100x150L 1.18E-03 5.23E+02 5.03E+06 HLW HLW

Metal waste Φ225x900L 3.58E-02 8.47E-02 6.36E+02 LILW LILW

Ceramic waste(REFP) Φ350x900L 8.65E-02 4.15E+00 5.56E+04 HLW HLW

Ceramic waste(AMFP) Φ180x450L 1.14E-02 2.06E+01 1.65E+05 HLW HLW

Vitrified waste(dirty 
scrap) Φ180x450L 1.14E-02 3.17E+00 2.72E+04 HLW LILW

Cs+fly ash Φ350x900L 8.65E-02 5.94E+00 1.26E+05 HLW HLW

Tc + calcium filter Φ350x450L 4.33E-02 1.57E-01 1.41E+03 LILW LILW

I + Zeolite Φ180x450L 1.14E-02 4.29E-06 3.39E-01 LILW LILW

Table 3.3.2-2 Classification of pyroprocess waste 

 (2) 공정물질 포장  장방식별 핵물질 용방안 분석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을 장하기 한 장 캐니스터는  

공정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용되는 Type-Ⅰ  Type-Ⅱ 단  운반 캐니스터는 3

단씩, Type-Ⅲ  Type-Ⅳ 단  운반 캐니스터는 5단씩 장할 수 있도록 Fig. 

3.3.2-4와 같이 4 가지 형태로 설계하 다. 

  고방열성 공정 폐기물 단  운반 캐니스터를 장 캐니스터에 장 시 붕괴열은 

아래와 같이 장시스템에 용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1 Ass'y에서 발생하는 붕괴

열인 약 1 kW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고방열성 공정 폐기물을 장하기 

해서는 피동 열 제거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단된다.

- TRU metal : 3.0 kW

- Ceramic Waste(REFP) : 2.0 kW

- Ceramic Waste (AMFP) : 2.7 kW

- Cs+fly ash : 1.3 kW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기 해 개발된 장방식으로는 Vault, Silo(수직형, 수평

형)  Cask( 속, 콘크리트) 방식이 있다. 

  Vault 방식은 냉각효율은 우수하지만 고비용이라는 단 이 있으며, 수평 Silo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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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비용이 렴하고 용량 확장이 용이하지만 냉각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단 이 

있다.

  속 Cask 방식은 용량 확장이 용이하고 구조  건 성이 우수하며, 정책  유연

성이 우수하지만 내부 사용후핵연료의 온도가 비교  높으며 고비용이라는 단 이 

있으며, 콘크리트 Cask 방식은 용량 확장이 용이하고, 근거리 운반이 가능하며 비

용이 렴하다는 장 이 있지만 구조  건 성(테러)에 다소 취약한 단 이 있어 

체 재질인 metal 콘크리트(Ducrete) 는 heavy 콘크리트 등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방식  냉각효율이 좋지 않은 속용기방식과 Silo 방식을 제외하

고 비교  피동 열 제거 효율이 우수한 Vault 방식과 콘크리트 Cask 방식에 해 

Pyro-process 공정 폐기물의 장용량 평가  logistics 분석에서 도출된 ESPF 임

시 장시설의 최   캐니스터의 수량을 기 으로 장 소요면 을 산출하 다.

Fig. 3.3.2-1 Vault(MVDS)

         

Fig. 3.3.2-2 Horizontal silo

Fig. 3.3.2-3 Metal cask 

         

Fig. 3.3.2-4 Concrete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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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2-3은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을 Vault 방식에 장

할 때 산출된 최소 소요면 이다. 고방열성 공정 폐기물의 경우 장 캐니스터와 

캐니스터 사이의 간극은 GEC ALSTORM사에서 고리 발 소에 MVDS를 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장하기 해 설계한 개념 설계보고서를 토 로 하여 100 mm로 

용하 으며, 고방열성이 아닌 공정 폐기물의 경우는 50 mm를 용하여 산출하

다.

  공정 폐기물을 Vault 방식에 장할 때 산출된 최소 소요면 을 토 로 설정한 

Vault 방식의 소요면 은 약 243 ㎡으로 그림 3.3.2-5와 같으며, 그림 3.3.2-6은 개요

도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물질 종류
캐니스터

종류

최  
캐니스터

수량

장 캐니스터 
간극 배열

최소

소요면

(넓이x길이)수량 면

Uranium metal Type-Ⅲ 131 44 330×330 50 7×7 3290×3290

TRU metal Type-Ⅰ 123 25 210×210 100 13×2 5140×1200

Metal waste Type-Ⅲ 91 31 330×330 50 7×5 3290×2530

Ceramic waste(REFP) Type-Ⅲ 224 75 470×470 100 8×10 5140×6280

Ceramic waste(AMFP) Type-Ⅱ 149 30 280×280 100 12×3 5140×1720

Vitrified waste(dirty 
scrap) Type-Ⅲ 38 8 260×260 50 8×1 5140×2290

Cs+fly ash Type-Ⅲ 72 24 470×470 100 8×3 3130×4630

Tc + calcium filter Type-Ⅳ 109 37 450×450 50 5×8 3130×1560

I + Zeolite Type-Ⅱ 105 21 260×260 50 8×3 2940×1265

Table 3.3.2-3 Storage required area for 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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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Storage required area for vault 

  

Fig. 3.3.2-6 Configuration of 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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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장용기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24 다발을 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HI-STORM 100을 기 으로 하여 소요면 을 산출하 다. 콘크리트 장용기의 경

우 콘크리트의 허용온도가 건 성에 매우 요한 요소로  HI-STORM 100 콘크리

트 장용기의 붕괴열 기 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1 Ass'y 당 1 kW를 용하여 

약 24 kW 정도이다. 콘크리트 장용기의 직경은 약 3400 mm이고, 캐니스터의 직

경은 약 1700 mm이며, 콘크리트 차폐체의 두께는 약 700 mm이다.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을 장하기 한 붕괴열 기 도 24 

kW가 넘지 않도록 하고 차폐체의 두께는 700 mm를 용하여 소요면 을 산출하

다.표 3.3.2-4는 Pyro-processing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을 콘크리트 장용기 

방식에 장할 때 산출된 최소 소요면 이며, 콘크리트 장용기 방식의 소요면

은 약 673.4 ㎡으로 평가되었다.

공정물질 종류
캐니스터

종류

최  
캐니스터

수량

장 
캐니스터 

수량

콘크리트 
장용기 최소

소요면

(넓이x길이)캐니스터 
재 수량

Uranium metal Type-Ⅲ 131 44 10 5 18200×3700

TRU metal Type-Ⅰ 123 25 14 2 7400×3700

Metal waste Type-Ⅲ 91 31 10 4 14600×3700

Ceramic waste(REFP) Type-Ⅲ 224 75 4 19 18200×14800

Ceramic waste(AMFP) Type-Ⅱ 149 30 10 3 11000×3700

Vitrified waste(dirty 
scrap) Type-Ⅲ 38 8 14 1 3800×3700

Cs+fly ash Type-Ⅲ 72 24 4 6 21800×3700

Tc + calcium filter Type-Ⅳ 109 37 5 8 29000×3700

I + Zeolite Type-Ⅱ 105 21 14 2 7400×3700

Table 3.3.2-4 Storage required area for concrete cask



- 469 -

나. 공정물질 임시 장 캐니스터 사고조건 시나리오 분석

 (1) 타 임시 장시설의 캐니스터 사고조건 조사

  (가) HABOG(네델란드)의 사고조건을 고려한 낙하해석

 HAVA-VU에서는 사고조건을 고려하여 rigid surface에 낙하하는 3개의 경

우, shock absorber에 낙하하는 2개의 경우에 해 낙하해석을 수행하 다.

  낙하해석은 Fig. 3.3.2-7과 같이 임시 장용기가 바닥으로 수직자세로 낙하하는 경

우, 모서리로 낙하하는 경우, 수평자세로 낙하하는 경우에 해 수행하 으며, 각각

의 낙하높이가 모두 다르게 용하 는데, 이는 용기를 임시 장시설에서 취 하는 

시나리오에 의하여 정해진 높이를 용하 기 때문이다. 

  장용기가 장 실린더 내로 낙하하는 경우, 장용기 1단이 실린더 바닥에 

재된 상태에서 그 로 다른 장용기가 낙하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 실린더의 

바닥은 충격완충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Fig. 3.3.2-7 Drop considering accident conditions at HAVA-VU

 

 (나) INEEL의 Fact sheet

장을 해서 DOE 사용후핵연료를 안 하기 재하기 한 연구개발 노력

을 하는 동안 INEEL은 DOE를 한 표 화된 사용후핵연료 캐니스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캐니스터는 간 장과 수송  장의 조작에서 연료의 취 을 최소

화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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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인 낙하나 갑작스런 충돌에 의한 캐니스터의 건 성과 안 성을 최 화하

기 하여 캐니스터의 설계는 에 지흡수 보강재를 채용하 으며, 이러한 부분은 

방사성물질이나 페기물을 격납하는 캐니스터의 뚜껑이나 쉘을 보호하기 하여 충

격에 변형된다. 내구 이며 튼튼한 캐니스터는 작업하 이나 사고낙하 시 손상이나 

내용물의 유실 등을 없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반 인 캐니스터의 건 성은 다양한 충격각도에서의 여러 번의 낙하와 헬륨 설

시험을 통하여 증명됨. 시험결과는 10
-7

 cm
3
/s이하의 설률을 가진 격납으로 증명하

으며, 안 기 을 구성하는 연속 인 표본사건 구조를 제시하 고 여기에는 캐니

스터 낙하사고, 화재사고, 고장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임시 장 캐니스터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

  (가) 임시 장 캐니스터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

  

   ① 설계기 사건해석

NRC는 DOE에 장  폐쇄작업(Repository Preclosure Operations) 시에 일

반인과 환경을 하게 보호하는 설계기 사건(Design Basis Events)에 한 평가

를 요구하고 있다. 

  설계기 사건해석은 국가 장설계와 연료의 수납과 취  시에 안 성을 보장하는 

리  조작상의 제어수립을 해 사용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설계기 사건

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설계요건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연조건을 포함한 사

고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은 잠재 인 사고의 방지  완화를 한 장시설의 안

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설계기 사건해석은 유사한 특성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분

류하므로써 경제 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 다.

  자연재앙이나 분명한 사고는 험한 상황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

으며, 개인 안 을 증가시키고 설계요건을 개발하여 사용후핵연료 취 경비를 최소

화하고 있다. 

   ② 원자력 안 설계기  지침 (Nuclear Safety Design Basis Requirements)

원자력 안 설계기  지침에서는 안 설계를 한 요한 기 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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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요 기 에는 낙하, 충격, 타격 등에 해 구조 건 성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

인 측면과 화재 시 건 성, 열 성능을 유지하고, 류를 통한 사고방지 등의 열

인 측면, 그리고 임계안 성, 격납유지, 자연재해 발생 시 안 성 유지 측면 등이 있

다. 한 이를 해 원형시험  데이터 취득 방법을 세부 으로 제시하고 있다.

No. 원자력안 설계기 (NSDB)에 기 한 시나리오 근 거

1
심각한 화재시 over-pack이 있는 캐니스터의 벽온도가 허용가능한 범

 내에 있어야 함. (화재시 건 성 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31

2
over-pack이 있는 캐니스터가 심각한 화재로 인해 열되어서는 안됨. 
(화재시 건 성 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31

3
캐니스터는 최 화된 감속과 폐기물 형태로 임계안 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임계 안 성)

BSC 2005 [DIRS 
171512], p. A-31

4
캐니스터 내의 내용물은 낙하사고나 취 사고에 의한 어떠한 기하학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임계 안 성을 유지해야 함. (낙하  취  사고
시 임계 안 성 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31

5
캐니스터는 어떠한 낙하사고나 충돌에도 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수
송되어야 함. (낙하사고시 건 성 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6
캐니스터 시스템은 설계기 지진 발생시 격납을 유지해야 함. (지진에 

한 격납 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7
설계기  토네이도에 의한 캐니스터 시스템의 복을 발생하면 안되고 
격납이 손실되어서도 안됨. (토네이도에 의한 복 방지  격납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8
강풍 는 토네이도에 의해 캐니스터 시스템의 복이 발생해서는 안
됨. (강풍/토네이도에 의한 복 방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9
캐니스터 시스템은 격납이 손실되지 않으며, 지나가는 토네이도에 의
해 발생하는 차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함. (토네이도에 의한 차압에 해 
격납 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10
캐니스터와 over-pack에 항을 미치는 짧은 시간의 vent 막힘도 배제
되어야 함. (Vent 사고 방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11
캐니스터 시스템 설계는 수명기간동안 용 부격납시스템에서 격납이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수명기간 내 용 부의 격납 건 성 
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12
캐니스터와 over-pack 시스템은 폭설, 모래, 재하 (ash loads) 등의 가
혹환경 내에서 그 본연의 기능이 손실되어서는 안됨. (가혹환경 내의 
기능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13
캐니스터 시스템 설계는 수명기간동안 볼트격납시스템에서 용가능하
다면, 을 유지하여 1차격납경계가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수명기간 내 볼트격납 건 성 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14
심각한 화재시 결합링으로 재된 캐니스터 시스템의 벽온도가 허용가
능한 범  내에 있어야 함. (화재시 건 성 유지)

BSC 2005 [DIRS 
171512], p. A-54

15
캐니스터와 over-pack은 충분한 열 류가 발생하도록 하여 장소의 

격한 온도사고시에도 사용후핵연료를 한 온도로 유지하여야 함. 
(충분한 열 류에 의한 사고 방지)

BSC 2005 [DIRS 
171512], p. A-53

Table 3.3.2-5 Scenario based on the nuclear safety desig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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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번호 상 객체 물리 인 조건

3, 4, 5, 6, 7, 8 Canister 낙하, 충격, 타격(slapdown)

9, 11, 12, 13, 14 Canister Seal 압력, 격납

1, 2, 14 Canister 화재사고

10, 15 Overpack System 열 성능

7, 8, 12 Concrete Over-pack 낙하, 충격, 타격

1, 2 Concrete Over-pack 화재사고

10, 15 Concrete Over-pack 열 성능

7, 8, 12 Metal Over-pack 낙하, 충격, 타격

1, 2 Metal Over-pack 화재사고

10, 15 Metal Over-pack 열 성능

Table 3.3.2-6 Prototype tests and data acquisition method for ITS structure & 

system

       ※ ITS: Important To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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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시설 비교평가  선정

가. 공정물질의 임시 장시설 방식별 비교평가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고 폐기물의 장방식은 크게 볼트방식, 콘크리트 모

듈방식, 콘크리트 용기  속용기방식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4개 장방식에 

한 개요  특성을 분석하 다.

  

    (1) 볼트방식 

   볼트 장방식은 Fig. 3.3.3-1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된 독립 건물 

내에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장하는 방식으로 시설계통은 장 콘테이 를 포함한 

장계통, 연료 취 계통, 구조설비 계통, 공정설비  보조계통, 기타 특수 장비  

부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방식은 미국, 국, 헝가리 등에서 MAGNOX, HTGR 

 VVER 연료 등의 다양한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고 있다.

Cranes

Foundation building

Fig. 3.3.3-1 Layout of the modular vault dry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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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고방열성 핵종을 포함한 고 폐기물의 장시설은 vault 장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Hanford Site에서 운용 인 CBS(Canister Storage 

Building) 역시 볼트 장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Fig. 3.3.3-2와 Fig. 3.3.3-3은 Hanford

의 볼트 장시설과 캐니스터 장 튜 를 보여주고 있다. Hanford의 CBS에는 총 

892개의 캐니스터가 수납되며, 자연 류 냉각을 한 공기흡입구  배기구가 설치

되어 있다.

Fig. 3.3.3-2 Vault storage facility of hanford

Fig. 3.3.3-3 Canister storage tube for hanford storag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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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FWENC(Foster Wheeler Environmental Corporation)는 2000년도부터 

DOE의 지원 하에 INEEL(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 

Laboratory에 장되어 있는 연구로용 핵연료와 같은 특수한 사용후핵연료의 재포

장  장시설의 설계, 인허가, 건설  운 을 한 ISF(Idaho Spent Fuel) 로젝

트 착수하여 2004년도에 연료 재포장  간 장시설에 한 인허가를 획득하

다. Fig. 3.3.3-4는 ISF 장시설을 보여주며, 이 장방식도 볼트방식의 일종인 

MVDS 방식이로서 220개의 캐니스터를 장할 수 있다. 장시설은 수송용기 수납

구역, 이송지역과 장지역으로 구분된다. 이송지역은 재포장 역과 캐니스터 뚜껑 

 역으로 구분된다. ISF 장시설은 DOE의 사용후핵연료 표 형 캐니스터를 

사용함. 장시설은 자연냉각 방식을 사용하며, 연료온도가 일정온도 이상 상승하면 

자가조  방식으로 공기유동을 증가시켜 열을 제거한다. 

Fig. 3.3.3-4 Idaho spent fuel(ISF) facility

   

  네덜란드의 COVRA는 Fig. 3.3.3-5  3.3.3-6과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과정

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간 장을 한 HABOG 장시설을 개발하여 

2003년도부터 운 하고 있다. 이 시설은 고 폐기물을 100년 동안 장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HABOG 시설에서는 고방열성 고 폐기물을 볼트 장 방식으로 

장하며, 볼트 장은 1.7 m의 강화콘크리트로 구성되고 공기순환에 의한 자연냉

각 방식을 사용한다. 고 폐기물 장시설에는 연구로용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폐

기물인 유리화폐기물 등이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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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5 Cooling system for HABOG facility 

Fig. 3.3.3-6 Storage for vitrified waste of HABOG facility 

   

  볼트 장 시설의 열제거 방식은 부분 자연 류 방식이며, 모든 모듈이 하나의 

취  건물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료 장 을 모듈식으로 증설이 

용이하다. 이 방식은 냉각효율이 우수하여 단기냉각 연료 는 고방열성 핵종의 

장이 가능하고 방사선 를 낮게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특히, 외부 차폐체의 

두께 증가가 시설의 냉각능력에 향을 주지 않으므로 냉각능력  방사선 차폐 측

면에서 타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이 이 있다. 반면, 콘테이 의 장용량이 타 방

식에 비하여 어 건식 장을 해 소요되는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 이 있

다. 한, 독립 인 형 콘크리트 구조물  건물 내 각종 유틸리티 설비가 필요하

여 건설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 단 이 있지만 장용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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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경제성은 향상될 것으로 단된다.

  볼트식은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의 장을 한 볼트모듈(Vault 

Module), 수송용기 수납건물  기체공 계통(N2 Gas 이용), 작업자  감시기기

를 한 보건물리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수납건물  수납시설이 필요하다. 

수납시설은 수송용기 수납건물, 수송용기 수납지역, 수납용기 비지역, 수송용기 

취 크 인  이송활차 (Transfer Cask Trolly) 등으로 구성된다.

  볼트 장시설은 강화콘크리트 구조물인 볼트 모듈 내에 하나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장하는 차폐 장튜 (Shield Storage Tube : SST)와 차폐 장튜 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철 구조물(Charge Face Structure), 상부구조물(Charge 

Hall), 수송용기로 부터 운반물을 차폐 장튜 까지 이송하기 한 취 장치  

이송크 인으로 구성된다. 

    (2) 모듈방식 (NUHOMS) 

    NUHOMS 방식은 Fig. 3.3.3-7과 같이 콘크리트 장모듈에 스테인리스강으

로 된 캐니스터를 수평으로 장하는 방식으로서 캐니스터에 사용후연료를 재한 

후 시키도록 되어 있다. 캐니스터는 수송  장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발 소에서 장모듈까지 캐니스터 운반을 하여 별도의 수송용기를 필요로 한다. 

콘크리트 모듈은 구조  차폐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콘크리트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모듈식으로 증설이 가능하며, 캐니스터 내의 사용후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은 캐니스터와 콘크리트 모듈 사이에 자연 류 냉각방식을 통하여 

제거된다. 

  NUHOMS 방식은 크게 연료를 장 할 수 있는 차폐된 캐니스터(DSC), 캐니스터

를 장하는 수평 콘크리트모듈(HSM)  콘크리트 모듈까지 캐니스터를 운반할 수 

있는 Transfer Cask, 기타 수송  재장비, 보조설비, 건식 수납시설(Transfer 

Cell)로 구분된다. 이 방식은 주로 PWR  BWR 핵연료집합체의 건식 장에 사용

되고 있다.

 캐니스터 쉘은 스테인리스강 구조물로서 방사성물질에 한 격납 역할을 하는 압

력용기이며, 내부에는 헬륨가스를 충 하여 연료를 보호한다. 캐니스터 바닥에는 

장모듈에서 수평이동이 용이하도록 grapple ring을 부착한다.

  횡형 장모듈(HSM)는 한개 는 두개 단 로 제작되어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

가 가능하다. 주요 구조부는 하단에 2개의 공기 인입구, 상단에 공기 배출구, 바닥

을 제외한 3면에는 열 달 이 부착된 벽면, 그리고 차폐된 캐니스터 입․출구 도

어 등으로 구분되며, Transfer Cask로 운반해 온 캐니스터를 수평상태로 횡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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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에 장하게 된다. 캐니스터 내에 재된 사용후연료에서 발생되는 열을 자연

류에 의하여 방출되도록 공기 순환계통을 설계하 고, 공기가 히 순환되는지

를 확인하기 하여 공기 입․출구의 온도를 측정한다. 각 HSM간의 설치 간격은 

공기 통로를 고려하여 약 1 m 정도 떨어뜨려 설치하며, 열방출과 자체 차폐효과가 

최 상태가 되도록 배치한다. 모듈사이에는 30 cm 두께의 차폐벽을 설치하여 사용

후연료 인 모듈에 작용하는 산란효과를 방지하며, 마지막에 치하는 모듈의 외벽

에는 108 cm 두께의 차폐벽을 설치한다. 모듈의 구조물은 단일품으로 제작하여 

장에서 간단히 조립식으로 설치한다.

  사용후연료가 장 된 Transfer Cask는 트 일러에 의해 수평 장모듈로 이송되

며, 트 일러에는 40 Ton 용량의 5.8 m 인장길이를 갖는 유압식 램  정렬기능을 

갖추고 있다. 

Fig. 3.3.3-7 Horizontal storage module

    (3) 콘크리트 용기방식 

   콘크리트 장용기 방식은 Fig. 3.3.3-8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된 

캐니스터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장하는 방

식이다. 콘크리트 온도와 사용후연료 피복 의 온도를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기 

하여 콘크리트 사일로의 상․하단에 공기 흡입구  배기구를 설치하여 공기 순환

에 의한 자연냉각방식을 사용한다. 장용기는 콘크리트 Over-Pack과 핵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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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캐니스터로 구성된다. 핵연료가 재된 캐니스터는 Transfer Cask에 의해 

장 Pad 의 콘크리트 Over-Pack까지 운반되어 장되거나, Transfer Cask에 의해 

콘크리트 Over-Pack에 재된 후, 콘크리트 Over-Pack 운반용 U-Tractor에 의해 

장 Pad까지 운반되어 장된다. 콘크리트 장용기 방식은 PWR 사용후핵연연료의 

건식 장에 리 사용된다.

Fig. 3.3.3-8 Concrete storage over-pack & canister 

    (4) 속 장용기 방식 

   속 장용기 방식은 사용후연료를 Fig. 3.3.3-9와 같이 속 장용기에 장

하여 장하는 방식이다. 최근에 개발되는 속용기는 수송․ 장을 겸용으로 하

여 개발되는 추세이며, 별도의 운반용기가 필요 없고 발 소 내에 임시 장하 다

가 간 장시설로 이동할 경우에 유리한 이 있다. 속용기 방식은 구조  건

성 측면에서는 콘크리트 용기방식에 비하여 유리하나 제작비가 다소 많이 드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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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9 Metal cask.

나. 공정물질 임시 장시스템 선정

  볼트, 콘크리트 모듈, 콘크리트  속 장용기 방식 등으로 분류되는 4가

지 장방식의 특성을 분석하 으며, Table 3.3.3-1은 4가지 장방식에 한 장단

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볼트방식은 냉각효율이 좋은 장 이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

는 고 폐기물의 장에 리 용되고 있다. 볼트방식은 건물과 부 시설이 필

요하여 소규모의 장량에는 비경제 이나 규모 장에서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

다. 

  모듈방식은 운반 연계성 측면에서 불리하며, 원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의 장에 

실 은 많지만 고 폐기물의 용 사례는 없다. 콘크리트 용기방식은 운반 연계성 

등 유연성 측면에서 불리하나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장에 

리 사용되고 있다. 속 겸용용기 방식은 세계 각국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수송‧ 장겸용에 한 장 과 안 성 측면에서 유리한 이 이 있지만 경

제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속용기는 용기 자체가 격납경계를 가지며,  캐

니스터를 장착할 경우 2  격납구조를 갖는 반면 콘크리트 용기  모듈방식 등은 

 캐니스터 자체에서만 격납경계를 가지므로 격납 건 성 측면에서는 속용기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냉각방식은 속용기의 경우 폐 공간내의 자연 류 방식이므로 냉각효율 측면

에서 콘크리트 용기 는 모듈방식에 비하여 떨어지며, 특히 볼트 장방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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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순환을 한 덕트가 설치되어 타 방식에 비하여 냉각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구조  안 성 측면에서는 속용기가 유리하나 방사선 차폐측면에서는 

콘크리트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이로 공정물질의 소규모 장인 경우에는 안 성과 수송 장 겸용의 장 을 갖

는 속 장용기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ESPF  KARP 시설에서 발생되

는 규모의 공정물질을 고려하여 냉각효율성, 차폐안 성  경제성 측면에서 이

이 있는 볼트방식을 공정물질의 임시 장방식으로 선정하 다. 특히, Cs, Sr 등 

고방사성물질은 붕괴열과 방사능 가 높으므로 냉각효율성  차폐안 성이 우

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구 분 장    단    

볼트방식

(MVDS)

o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률이 

낮음

o 냉각효율이 좋음(차폐벽 두께

가 냉각능력에 향을 미치지 

않음)

o 재처리폐기물 등 고 폐기물

의 용 사례가 많음

o 부 시설이 필요함

o 고비용 (소규모 장)  

콘크리트 

모듈방식

(NUHOMS)

o 용량 확장성이 아주 좋음

o 이동설치 용이

o 비용  

o SF 용사례가 많음

o 냉각효율이 떨어짐 

o 콘크리트의 장기 건 성에 문

제있음(고온)

o 운반 연계성, 유연성

o 고 폐기물 용사례가 없음

콘크리트

용기

o 용량 확장성이 좋음

o 용기 제작 비용이 렴

o 부지내 운반 가능

o SF 용사례가 많음

o 콘크리트 열 도도가 낮음

o 장기 장시 콘크리트 건 성 

문제가 발생

o 운반 연계성

속용기

o 실증된 기술 (경험풍부)

o 용량 확장성이 아주 좋음

o 수송 장 겸용 가능 

  ( 간 장 시 유리)

o 고비용( 량 장에 불리)

o 냉각효율이 좋지 않음

Table 3.3.3-1 Comparison of storage system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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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 캐니스터 표 화 요건 수립

  (1) 장 캐니스터의 요건(specification)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 장 캐니스터  용기(이하 캐니스터)의 요건 

 개념은 장기 인 폐기물 리정책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공정물질은 

임시 장 기간 이후 특별한 처리(reconditioning)없이 운송(transportation)  처

분(disposal)에 합한 형태(form) 유지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waste acceptance 

criteria(WAC), 공정물질  캐니스터 요건, 임시 장시설의 설계  운 요건을 

상호 연계하여 면 히 결정해야 한다. 아래 Fig. 3.3.3-10 [3.3-1]에 캐니스터 등 공

정물질 용기의 요건과 WAC의 상호작용을 도시하 다. 공정물질 혹은 waste 

form의 최종처분과 련하여 WAC를 결정하는 과정에 캐니스터의 요건  이들 

요건의 표 화가 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afety 
assessment

Waste 
container 
definition

System 
design

Disposal / Long term storage concept

Safety 
assessment

Waste 
container 
definition

System 
design

Disposal / Long term storage concept

SpecificationStandards

Information requirement 

Quality management

Generic specification

SpecificationStandards

Information requirement 

Quality management

Generic specification

Full definition of disposal / long term 
storage facility

Full definition of disposal / long term 
storage facility

Waste Acceptance CriteriaWaste Acceptance Criteria

Anticipated use of waste 
containers

Anticipated use of waste 
containers

Inventory informationInventory information

R&DR&D

National regulationsNational regulations

International guidanceInternational guidance

International best 
practice

International best 
practice

From NDA Harwell 
(RADWAP 2008)

Fig. 3.3.3-10 Derivation of generic specification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아직까지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과 련된 구체

인 개념  요건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AEA의 기술보고서 390호 

“Interim Storage of Waste Package“[3.3-2]에서는 이런 경우 다른 국가들의 경험 

 재 시 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학  단에 근거하여 공정물질의 waste 

form  용기의 요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장

기 장 시설과 련된 요건을 독자 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도 장기간 이후의 공정물질 waste form의 처리를 고려하는 긴 안목이 필요하

다. 

  일반 으로 공정물질 장 캐니스터 혹은 용기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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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려된다.

1. Seal integrity

2. Free liquids

3. Gas generation

4. Flammability

5. Radionuclides inventory

6. Fissile mass

7. Decay heat

8. Radiation dose rate and surface contamination

9. Configuration and weight

10. Identification

11. Long term storage characteristics

상기 요건은 장 캐니스터에 공정물질 waste form이 담겨진 상태에 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waste form  캐니스터 본체에 한 요건은 별도로 주어진다. 

Waste form의 일반  요건 등에 해서는 10 CFR 60 등에 제시되어 있으며 캐

니스터 본체에 주어지는 요건으로 waste form과의 반응성, 호환성, 내충격성, 내

압성, venting 등에 한 것이 있다.  상기에 제시된 요건 외에 장시설의 설계 

 운 차 등과 련하여 추가 인 요건이 제시될 수 있다.

(2) 장 캐니스터의 표 화(standardization)

Pyro-process로 생성되는 다양한 공정물질 임시 장 캐니스터를 표 화함으

로써 캐니스터의 포장, 운반  취 과 련된 비용을 감할 수 있다. 캐니스터

의 표 화에 따라 공정시설  장시설의 개념  이아웃이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이 요건은 신 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캐니스터의 사양  표 화

가 용되는 사항 들은 다음과 같다. 

12. 치수  형상 (dimensions and shape)

13. 최 량 (maximum gross weight)

14. 인양/취 도구 (lifting/handling features)

15. 포장방법 (sealing mechanism)

16. 배기 (venting)

17. 건 성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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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인 세부 인 요건은 시설운   공정물질 장의 경제성, 안 성을 고

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캐니스터의 표 화와 련되어 잘 알려진 사례로 랑

스 AREVA 사에서 개발하여 사용 인 Universal Canister (UC) 시리즈가 있다. 

재처리로 후 생산되는 유리고화체 폐기물을 장하기 한 UC-V 캐니스터와 고

체압축 폐기물을 장하기 한 UC-C 캐니스터의 치수  형상, 그리고 인양장

비 등을 표 화함으로써 캐니스터의 취   운 , 운송과 련된 작업을 용이하

게 하고, 최종 처분과 련된 요건 수립을 단순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Fig. 

3.3.3-11에 UC-C, UC-V 캐니스터의 형상을 수록하 으며 Table 3.3.3-2에 두 캐니

스터의 요건을 정리하 다[3.3-3]. 

Fig. 3.3.3-11 Universal canister system (AREVA)

Parameter UC-C UC-V

Total mass 700 kg 500 kg

Overall height 1338 mm

Overall diameter 430 mm

β activity of fission product 67 TBq 22500 TBq

β activity of activation product 160 TBq NA

α activity of actinides 1 140 TBq

Decay heat 40 W 1750 W

γ dose rate at surface 65 Gy/h 14000 Gy/h

Table 3.3.3-2 Specification of UC-C and UC-V standardized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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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니스터 표 화와 련된 다른 사례로 독일의 BSK-3 캐니스터 개발이 있다. 

독일은 재 자국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랑스로부

터 유리고화체 폐기물  고체압축 폐기물을 UC-V  UC-C 캐니스터에 장하

여 들여오고 있다. BSK-3 캐니스터는 사용후핵연료 을 장하기 한 캐니스터

로서 이 캐니스터의 외부 치수(직경)을 UC-V, UC-C 캐니스터에 맞추어 표 화함

으로써 처분장에서 캐니스터의 취 과 련된 비용을 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

고 있다[3.3-4]. 아래 Table 3.3.3-3에는 독일의 처분 상 캐니스터의 특성을 비교

하고 있다.

HLW Canister CSD-C BSK Canister

Number of canisters 4,778 8,764 ca. 5,525

Number of boreholes needed 30 55 95

Length (mm) 1,338 ≤1,345 4,980

Diameter (mm) 430 ≤440 ≤440

Total mass (kg) ca. 492 850 5,226

Mass HM (tHM) - - 1.6

Heat generation (kW)

∙  at loading 0.02 21,220

∙  after 10 years 1,120
*

3,030

∙  after 30 years 0.67
**

1,930

Table 3.3.3-3 Characteristics of waste canisters for heat generating wastes in 

germany  

* after 9 years, ** after 29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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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 장/ 장치 개발

1.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장치 개발 

가.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용기의 설계

  PRIDE 공정에서 발생하는 핵물질/폐기물의 운반용기를 설계하기 하여 고려해

야 할 사항들은 많이 있겠지만 표 인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 , PRIDE 시설에서 Air-cell과 Ar-cell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소형이동통로 (STL: Small Transfer Lock)와 형이동통로 (LTL: Large 

Transfer Lock)이 그것이다. STL은 Air-cell에서 Ar-cell로 이동시 Ar 분 기로 교체

하는 작업이 상 으로 편리하다. 반면에, 통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STL을 통과

하는 운반용기의 치수가 작아야고, 결과 으로 운반물의 량이 제한 이다. LTL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Ar 분 기로 교체하는 작업시간이 길고 개폐 운 차가 복잡

하다. 반면에, LTL을 통해서는 량  체 이 큰 운반용기가 이동할 수 있다. STL

과 LTL의 개략도  개략 치수는 Fig. 3.4.1-1에 나타나 있다.

  운반 상물이 되는 기 은 PRIDE 공정에서 발생하는 핵물질/폐기물 가운데 

Air-cell과 Ar-cell 사이를 이동해야 하는 핵물질/폐기물로서 이를 정리하면 Table 

3.4.1.-1과 같다. 해당 핵물질/폐기물의 종류  이동경로는 Fig. 3.4.1-2에 나타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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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Appearance and dimension of transfer locks in PRIDE

Fig. 3.4.1-2 PRIDE facility layout and transportati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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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contents Source Destination Interface

산화물 ( 록) 1층 분말제조장치 2층 해환원장치 TL, GB 도어

UCl3 ( 랑) 1층 펠릿 제조장치 2층 해정련기 TL, GB 도어

우라늄 착물 (빨강) 2층 염증류장치 1층 Ingot 제조장치 TL, GB 도어

우라늄 착물 (빨강) 2층 Cd 증류장치 1층 Ingot 제조장치 TL, GB 도어

LiCl 폐기물 (빨강) 2층 결정화장치 1층 고화장치 TL, GB 도어

LiCl-KCl 폐기물 
(빨강) 2층 산화-침 장치 1층 증류/응축장치 TL, GB 도어

LiCl-KCl 회수물 1층 증류/응축장치 2층 정련장치 TL, GB 도어

희토류 고화체(노랑) 1층 고화장치 1층 장시설
GB도어, 장시설 

취 장치

염고화체 (노랑) 1층 고화장치 1층 장시설
GB도어, 장시설 

취 장치

우라늄 잉곳 (노랑) 1층 로 박스 내 
Ingot 제조장치

1층 핵물질 
장시설

GB도어, 장시설 
취 장치

Table 3.4.1-1 Transport contents, path, and interfac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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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DE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핵물질/폐기물을 어떤 통로를 통하여 운반할지를 

결정하기 하여 각각의 핵물질/폐기물의 발생량, 크기를 조사하 다. 이는 아래의 

Table 3.4.1-2와 같다. 원칙 으로, 발생되는 핵물질/폐기물의 성상  특성에 상이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각의 핵물질/폐기물을 운반하는 서로 다른 용기를 개발하

여야 한다. 하지만, PRIDE 공정에서 발생하는 핵물질/폐기물은 고도의 차폐를 요하

지 않기 때문에 핵물질/폐기물의 발생량, 크기 등에 근거하여 이들을 운반하는 용

기를 그룹화해 보았다. PRIDE에서 발생하는 핵물질/폐기물은 발생량  크기가 크

지 않아 STL을 통과하여 운반할 수 있는 물질과 발생량  크기가 커서 LTL을 통

과하여 운반하여야 하는 물질로 크게 나  수 있었다. STL을 통과하여 운반되는 핵

물질/폐기물은 한 번 는 두 번에 나 어 운반할 수 있는 물질도 있었다. 이에 기

하여 2종의 서로 다른 운반용기를 개발하 다.

STL(Small Transfer Lock)을 통과하는 운반용기는 “표 운반용기”라고 명명하 고, 

UCl3, LiCl 폐기물, LiCl-KCl 폐기물, LiCl-KCl 회수물을 이송하는 용기이다. 잠 고

리를 이용하여 뚜껑을 본체에 결속하여 원터치로 잠 과 해제가 용이하도록 설계되

었다. 용기본체 외형크기는 φ280×H300 이다. 뚜껑 결속방법에 따라 (1) 환형잠 링 

타입, (2) 클램  타입, (3) 잠 고리 타입의 3가지 형태가 설계되었다. (이후 성능평

가를 통하여 (3) 잠 고리 타입으로 결정되었다.)

  LTL(Large Tranfer Lock)을 통과하는 운반용기는 “ 형운반용기”라고 명명하

고, 우라늄 착물을 이송하는 용기로서 표 운반용기와 동일하게 잠 고리를 이용

하여 결속되며 용기본체의 외형 크기는 φ700×H570 로 설계되었다.

  STL과 LTL에서는 분 기를 환해 다. 를 들면, 운반용기가 1층 Air-cell에서 

2층 Ar-cell로 이송될 때, STL이나 LTL의 분 기를 Air에서 Ar으로 변환시켜야 한

다. 이를 해서 공기를 빼고 Ar으로 충진하는 작업을 수 차례 반복한다. 효율을 높

이기 해서는 공기를 진공으로 뽑고 Ar을 충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경우 운반용

기가 받는 압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압력용기가 손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약한 압

력으로 수 차례의 흡입과 충진을 반복한다. 하지만, 운반용기의 에서는 1기압 

하에서도 구조  건 성을 확보하기 해 운반용기 본체  뚜껑 두께 등의 주요치

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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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
(운반물의 치수) 

최소용기치수 (mm)

발생량

(kg)
운반형태 설명 통과

산화물 D440×H727 50
Granule을 담은 용기 4개를 1 pack

으로 이송 (운반물 50 kg x 4)
LTL

UCl3 D240×H540 30
펠렛을 15kg씩 2개로 분해 후

표 용기 2개로 이송 (15 kg x 2)

STL

(표 운반용기)

우라늄 

착물

(D620×H380)

D700×H600
30

우라늄 분말 25 kg, crucible 5 kg

2조 제작
LTL

우라늄 

착물
- 1 약 1 kg/batch

STL

(표 운반용기)

LiCl 폐기물
(A280×B380×H80),

A250×B250×H250
4-10

직육면체 용기 는 표 용기,

2층 cell에서 쇄필요

STL

(표 운반용기)

LiCl-KCl

폐기물

(D250×H150),

D280×H250
10 희토류 포함, 조해성

STL

(표 운반용기)

LiCl-KCl

회수물

(D450×H80),

D280×H300
8 GB내에서 쇄

STL

(표 운반용기)

Table 3.4.1-2 Transport type of PRIDE operational waste

  (1) 표 운반용기의 설계

 환형잠 링 타입

  환형잠 링 타입의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뚜껑  환형잠 링으로 구성된다. 운반

물의 재  뚜껑 조립 차는 다음과 같다. 운반물을 용기 본체에 장입하고 뚜껑

을 용기본체 에 치한 뒤, 환형잠 링을 뚜껑 에 놓는다. 핫셀 내의 원격조작

기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는 치공구를 환형잠 링 측면에 치한 홈에 결합한다. 

용기본체 상부 측면과 환형잠 링의 내측면에는 각각 숫나사와 암나사산이 가공되

어 있다. 치공구를 이용하여 환형잠 링을 회 시키면, 환형잠 링은 회 하면서 뚜

껑을 용기본체쪽으로 어, 뚜껑이 용기본체에 안착되면서 추가 인 압력에 의해 

용기본체 상부 측면의 사면에 오링이 착되어 을 유지시킨다. 뚜껑의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수행된다. 

  크 인을 통한 이송시는 운반용기에 부착된 쇠 (wire rope)를 사용하여 인양된

다. 필요에 따라 환형잠 링의 회 시 용기본체가 함께 회 하지 않도록 용기 하부

면을 구속하는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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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Ring-type transport package

 클램  타입

  클램  타입의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뚜껑  6개의 클램 로 구성된다. 운반물의 

재  뚜껑 조립 차는 다음과 같다. 운반물을 용기 본체에 장입하고 뚜껑을 용

기본체 에 치한 뒤, 6개의 클램 를 회 시켜 뚜껑 에 치시킨다. 핫셀 내의 

원격조작기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는 Fig. 3.4.1.-5와 같은 클램  조임 치공구를 

이용하여 클램 를 차례로 죈다. 클램 를 죄는데 요구되는 토우크를 처음부터 끝

까지 죄지 말고, 6개의 클램 를 골고루 최종 토우크보다는 은 값으로 죄고 나서 

이후 2~3 차례에 걸쳐 디시 죄는 것을 반복하여 최종 토우크를 맞춘다. 6개의 클램

에 의해 뚜껑부 면이 고르게 압력을 받게 되면 뚜껑이 용기본체에 안착되면서 

압력에 의해 용기본체 상부 측면의 사면에 오링이 착되어 을 유지시킨다. 뚜

껑의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수행된다.

  크 인을 통한 이송시는 운반용기에 부착된 쇠 (wire rope)이나 ㄷ자 모양의 운

반 손잡이를 사용하여 인양된다. 치공구를 이용하여 클램 를 죄다보면, 용기본체도 

회 하거나 움직일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용기본체가 함께 회 하지 않도록 

Fig. 3.4.1-5와 같이 용기 하부면을 구속하는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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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Clamp-type transport package

 

Fig. 3.4.1-5 Clamp tightening device and anti-rotating device

 잠 고리 타입

  잠 고리 타입의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뚜껑  4개의 잠 고리로 구성된다. 잠

고리는 Fig. 3.4.1-6과 같이 ㄷ자 모양의 잠 고리를 뚜껑에 돌출되어 가공된 턱에 

치시키고 아래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면 잠기는 장치이다. 

 운반물의 재  뚜껑 조립 차는 다음과 같다. 운반물을 용기 본체에 장입하고 

뚜껑을 용기본체 에 치한 뒤, 4개의 잠 고리를 회 시켜 뚜껑 상부 면에 돌

출되어 가공된 턱에 치시킨다. 핫셀 내의 원격조작기를 사용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잠 고리를 함께 회 시켜 잠근다. 용기본체를 회 시키고 잠기지 않은 

2개의 마주보는 잠 고리를 함께 회 시켜 잠근다. 4개의 잠 고리에 의해 뚜껑이 

고르게 압력을 받게 되면 뚜껑이 용기본체와 결합된다. 이 압력에 의하여 뚜껑과 

용기본체 사이에 치한 오링이 압력에 의해 변형하면서 을 유지시킨다.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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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수행된다.

  크 인을 통한 이송시는 운반용기에 ㄷ자 모양의 운반 손잡이를 사용하여 인양된

다. 크 인에 의해 올려진 운반용기는 이송 에 좌우로 흔들릴 수 있다. 운반 손잡

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해 운반용기 측면과 면 을 하도록 설계되었

다. 따라서, 크 인이 움직임을 시작하거나 멈출 때도 운반용기가 좌우로 흔들거리

는 움직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잠 고리에는 결합력을 조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필요시 결합력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잠 고리를 잠그고 잠 핀을 꽂게 되어 있어서, 

운반용기의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등의 비정상 사고 발생시 뚜껑이 열려 내

부 운반물이 밖으로 비산되거나 흘러나옴을 방지한다.

Fig. 3.4.1-6 Unlock and lock of loop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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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Loop-type transport package

  에서 표 운반용기 설계안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고, 시험모델도 제작되었다. 

각각의 설계안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평가하여 표 운반용기의 

최종안을 선정해야 했다.

  환형잠 링 타입은 환형링으로 인하여 용기의 량이 무거운 편이다. 표 운반용

기는 STL을 통하여 이동된다. STL은 서랍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STL을 통과할 

수 있는 량이 정해져 있다. 허용 량은 약 20 ~ 25 kg 이다. 따라서, 운반용기의 

량이 증가하면 상 으로 운반할 수 있는 내용물의 량이 어진다. 기 운반

용기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운반용기의 량을 10 kg 미만으로 결정하 다. 환형잠

링 타입의 운반용기는 10 kg 의 허용 량을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환형잠 링 타입은 운반용기의 뚜껑 결속시 환형잠 링을 뚜껑 에 치시킨 후 

회 시켜야 한다. 이 때, 환형잠 링을 뚜껑 의 정 치에 치시켜야 이후 환형잠

링을 회 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환형잠 링을 정 치에 치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환형잠 링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뚜껑 로 안착시켜

야 한다. 핫셀 내에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잠 링에도 인양할 수 있는 와이어 로

가 장착되는데 뚜껑의 결속  해제시 이 와이어 로 가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와이어 로 를 통해 환형잠 링을 취 하기 때문에 뚜껑 에 안착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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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면서 뚜껑 쪽에 안착시키기가 어렵다.

  클램  타입은 뚜껑을 용기본체 에 치시키고 볼트를 죄어 결속한다. 6개의 

클램  에서 하나의 클램 의 볼트를 처음부터 과도하게 죄면 반  방향쪽의 뚜

껑이 로 들리게 된다. 따라서, 6개의 클램 를 당하게 죄고 차례로 조 씩 더 

죄어서 최종 으로 결속시킨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업

의 용이성  작업자의 효율성이 감된다. 

  운반용기는 뚜껑이 결속된 이후에 을 유지하여야 한다. 성능시험을 통해서 

클램  타입에서 이 유지될 수 있는 볼트의 토우크 값을 계산하 다. 핫셀 내

의 원격조작기를 이용하여 유지 가능한 토우크 값보다 더 큰 토우크 값으로 죌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성능시험에는 토우크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토우크 치

를 사용하 다. 그러나, 핫셀 내부에서는 클램  조임 치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얼

마의 토우크 값으로 죄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클램  타입의 운반용기가 핫

셀에서 사용되기 해서는 유압 등으로 작동되는 자동 클램  조임 장치가 필요할 

수 있으면 볼트의 토우크 값을 보여주는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잠 고리 타입은 서로 마주보는 잠 고리를 동시에 결속하는 방식이므로 원격조

작기가 최 로 낼 수 있는 힘의 범  이내에서 결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성능평가

를 통해서 원격조작기의 허용하  이내로 잠 고리의 결속  해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잠 고리는 한 번의 작업으로 결속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클램  

타입에서와 같이 많은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잠 고리 결속 후 잠 핀을 

꽂으면 잠 고리는 해제되지 않는다. 운반용기를 이송하는 ㄷ자 모양의 손잡이는 

한쪽 측면으로 젖 질 수 있어서 운반물의 재  뚜껑 인양/결속시 간섭이 발생

하지 않는다. 손잡이는 수직으로 세워졌을 때 운반용기의 라켓과 선 을 하도

록 설계되어 크 인으로 이송시 좌우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는다.

  뚜겅 하부에는 용기본체 상부에 치할 때 정 치에 안착하도록 환형의 조정 

(alignment) 단차가 가공되어 있다. 

  세 가지 종률의 표 운반용기(안)이 Fig. 3.4.1-8에 나타나 있다. 운반성 시험과 성

능시험을 통하여 잠 고리 타입의 운반용기안을 표 운반용기 최종 설계안으로 확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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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8 Three types of transport package (ring-type, clamp-type, loop-type)

  (2) 형운반용기의 설계

  형운반용기는 형운반통로 (LTL: Large Transfer Lock)를 통과하여 운반되는 

용기이다. 형운반용기는 Table 3.4.1-2의 U 착물을 운반하는 용기이다. 운반물의 

량은 우라늄 분말 약 25 kg과 , 도가니 (crucible) 약 5 kg을 합쳐 약 30 kg 정도

가 된다. 기 형운반용기는 Fig. 3.4.1-9의 좌측그림과 같이 표 운반용기와 같이 

ㄷ자 손잡이가 달려 있었는데 공정부서의 요청을 반 하여 3발 견인후크를 이용하

여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 다. 형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뚜껑  8개의 잠

고리로 구성된다. 잠 고리는 Fig. 3.4.1-6과 같이 ㄷ자 모양의 잠 고리를 뚜껑에 

돌출되어 가공된 턱에 치시키고 아래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면 잠기는 장치이다. 

 운반물의 재  뚜껑 조립 차는 다음과 같다. 운반물을 용기 본체에 장입하고 

뚜껑을 용기본체 에 치한 뒤, 8개의 잠 고리를 회 시켜 뚜껑 상부 면에 돌

출되어 가공된 턱에 치시킨다. 핫셀 내의 원격조작기를 사용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잠 고리를 함께 회 시켜 잠근다. 용기본체를 회 시키고 잠기지 않은 

2개의 마주보는 잠 고리를 함께 회 시켜 잠근다. 8개의 잠 고리에 의해 뚜껑이 

고르게 압력을 받게 되면 뚜껑이 용기본체와 결합된다. 이 압력에 의하여 뚜껑과 

용기본체 사이에 치한 오링이 압력에 의해 변형하면서 을 유지시킨다. 뚜껑

의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수행된다.

  형운반용기는 3발 견인후크를 이용하여 인양된다. 3발의 견인후크는 용기 본체

에 가공된 라켓에 연결된다. 뚜껑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잠 고리에 의한 뚜껑 

결속력에 향을 주지 않는다. 견인후크가 3발이므로 형운반용기는 이동 에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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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크게 흔들리거나 수평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며 안정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형운반용기는 크기가 크므로 뚜껑이 용기본체의 정확한 치에 안착

할 수 있도록 2개의 align pin이 가공되어 있다.

  잠 고리에는 결합력을 조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필요시 결합력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잠 고리를 잠그고 잠 핀을 꽂게 되어 있어서, 

운반용기의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등의 비정상 사고 발생시 뚜껑이 열려 내

부 운반물이 밖으로 비산되거나 흘러나옴을 방지한다.

  형운반용기의 도면을 Fig. 3.4.1-10에 나타내었다.

 

Fig. 3.4.1-9 Large transport package (loop-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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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 박스 속용 운반용기의 설계

  로 박스 속용 운반용기(이하 GB 속운반용기)는 표 운반용기나 형운반

용기처럼 1층에서 2층 는 2층에서 1층으로 이송되는 용기이다. 그러나 GB 속운

반용기는 PRIDE 공정에서 발생하는 핵물질/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운

에 발생하는 기타폐기물 등을 담아서 1층의 유지보수용 로 박스에 속하여 내

용물을 넘겨주는 운반용기이다. 1층의 로 박스에서는 GB 속운반용기를 통해 받

은 기타폐기물을 분류하여 다시 장용기에 담는 일을 수행한다.

  GB 속운반용기의 크기는 표 운반용기 보다는 크고 형운반용기보다는 작다. 

표 운반용기보다 크기 때문에 소형운반통로 STL을 통해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로 박스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형운반용기처럼 그 크기가 클 수는 

없다. GB 속운반용기는 형운반통로 LTL을 통해서 이동하며 그 모양은 Fig. 

3.4.1-11에 나타나 있다.

  GB 속운반용기가 속하는 로 박스의 개략도가 Fig. 3.4.1-12에 나타나 있다. 

GB 속운반용기는 로 박스의 실린더 안에 삽입된 후 Lifing Table Unit에 의해 

GB 입구에 속된다. GB 속운반용기에 표 운반용기와 같은 ㄷ자 손잡이를 부착

될 경우, 실린더 내부에 삽입될 수 없거나 실린더의 크기가 손잡이를 고려햐여 매

우 커져야 한다. GB 속운반용기에 ㄷ자 손잡이가 있으면 로 박스 속용 실린

더에 그 만큼의 공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ㄷ자 손잡이는 부착될 수 없다. 따라

서, GB 속운반용기는 ㄷ자 손잡이 신에 와이어 로 를 이용하여 취 한다.

  GB 속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뚜껑  6개의 잠 고리로 구성된다. 잠 고리는 

Fig. 3.4.1-6과 같이 ㄷ자 모양의 잠 고리를 뚜껑에 돌출되어 가공된 턱에 치시키

고 아래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면 잠기는 장치이다. 뚜껑과 용기본체사이에는 이  

오링이 장착되어 을 유지시킨다.

  운반물의 재  뚜껑 조립 차는 다음과 같다. 운반물을 용기 본체에 장입하

고 뚜껑을 용기본체 에 치한 뒤, 6개의 잠 고리를 회 시켜 뚜껑 상부 면에 

돌출되어 가공된 턱에 치시킨다. 핫셀 내의 원격조작기를 사용하여 서로 마주보

고 있는 2개의 잠 고리를 함께 회 시켜 잠근다. 용기본체를 회 시키고 잠기지 

않은 2개의 마주보는 잠 고리를 함께 회 시켜 잠근다. 6개의 잠 고리에 의해 뚜

껑이 고르게 압력을 받게 되면 뚜껑이 용기본체와 결합된다. 이 압력에 의하여 뚜

껑과 용기본체 사이에 치한 오링이 압력에 의해 변형하면서 을 유지시킨다. 

뚜껑의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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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 속운반용기는 취 을 한 와이어 로  이외에 용기 본체 한 쪽에만 부착

된 짧은 와이어 로 가 있다. 이는 로  박스 내에서 GB 속운반용기를 회 시

켜 운반용기 내부의 내용물을 밖으로 인출하기 해 필요한 장치이다. 공간상의 제

약으로 로  박스가 더 커질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내에서 GB 속운반용

기를 인양하고 회 시키기 해 추가 인 와이어 로 를 설치하 다. 제한된 로

박스 내 취 공간 안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로  박스 내부에 소형

호이스트가 2조 설치되어야 한다.

  잠 고리에는 결합력을 조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필요시 결합력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잠 고리를 잠그고 잠 핀을 꽂게 되어 있어서, 

운반용기의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등의 비정상 사고 발생시 뚜껑이 열려 내

부 운반물이 밖으로 비산되거나 흘러나옴을 방지한다. GB 속운반용기의 도면은 

Fig. 3.4.1-13에 나타내었다.

Fig. 3.4.1-11 Transport package connecting to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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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2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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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4 Schematic drawing for transport package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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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용기의 성능평가

  (1) 표 운반용기의 성능평가

  표 운반용기의 용기본체와 뚜껑을 속하고 을 유지하기 한 메카니즘에 

따라 세 가지의 표 운반용기(안)이 제안되었다. 이 세 가진 설계안에 하여 원격

성 시험과 설시험을 수행하여 최 의 용기안을 확정하 다. 세 가지 표 운반용

기(안)은 각각 (1)환형잠 링 타입, (2) 클램  타입, (3) 잠 고리 타입이다. 각각의 

표 운반용기 시제품을 제작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원격시험동의 양팔조작기

를 이용하여 원격시험을 수행하 다. 각각의 표 운반용기 시제품에 헬륨을 충진하

고 헬륨 설장비를 사용하여 설률을 측정하 다. Fig. 3.4.1-15는 표 운반용기 성

능평가 시험을 한 차서이다. 

    원격성 시험결과, 환형잠 링 타입은 원격조작기로 개폐가 용이하지 않았다. 원

격조작기로 환형잠 링 측면에 치공구를 삽입하고 뚜껑의 원주방향으로 크게 회

을 하며 토우크를 줘야 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다.

  클램  타입은 원격성  취 성은 구 되었다. 한, 성을 유지하기 해 필

요한 클램  볼트의 토우크인 2.5 N·m 보다 훨씬 큰 5 N·m 이상의 토우크를 양팔

형 조작기를 이용하여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클램 의 개수가 많고, 처음부터 

정해진 토우크를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반복작업을 통해서 부과하

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 편리성이 좋지 않았다. 한,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 큰 단 으로 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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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운반용기 시험모델 원격성 평가시험

2011년 11월 17일 오후 1:30 원격시험동

1. 시험 비

  (1) 세 가지 표 운반용기 (안);

      클램  타입, 환형잠 링 타입, 잠 고리 타입

  (2) 비물: 표 운반용기 시험모델 3개, 와이어로 , 치공구, 카메라, 캠코더

2. 시험 차

  (1) 핫셀모사 공간에 용기지지  설치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표 운반용기 

배치

  (2) 표 운반용기를 크 인으로 용기지지  안쪽에 치시킨다.

  (3) 용기지지지 의 회 조임새를 돌려 용기를 꽉 잡아 다.

  (4) 양팔형 조작기를 사용하여 치공구를 쥐고 운반용기 상부의 볼트를 회 시

킨다.

  (5) 몇 회에 걸쳐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볼트를 차 으로 죈다.

  (6) 본체용기와 뚜껑의 결속이 완료되면 크 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7) 운반용기의 풀림토크를 디지털토크 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의 차 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  디지털토크 치를 이용하여 얼마

까지의 토크를 가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8) 볼트 해제 운 : 조임 운 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3. 유의사항

  (1) 세 가지 운반용기 모델에 하여 동일하게 결속 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시험

을 수행한다.

  (2) 환형잠 링 타입의 경우 조작기를 이용하여 최 한 죌 수 있는 치가 어

디까지인지 표시한다.

  (3) 잠 고리 타입의 경우도 조작기를 이용하여 최 한 결속할 수 있는 잠 고

리의 조정볼트의 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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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운반용기 시험모델 원격성 평가시험

4. 결 과

  (1) 클램  타입

   - 뚜껑안착여부:

   - 클램  정 치 치 여부:

   - 볼트 회  동작 가능여부:

   - 해체운  가능여부: 

격납경계 유지 볼트 토크 2.5 N·m

조작기를 이용한 최  볼트 토크 5.0 N·m

  (2) 환형잠 링 타입

   - 뚜껑안착여부:

   - 환형잠 링 안착여부:

   - 환형잠 링 회 여부:

   - 환형잠 링의 최  조임 정도 측정:

   - 해체운  가능여부: 

  (3) 잠 고리 타입

   - 뚜껑안착여부:

   - 잠 고리 잠  가능여부: 1번째, 2번째, 3번째 잠 고리

   - 잠 고리 해제 여부:

   - 잠 고리의 최  조임 정도 측정:

   - 해체운  가능여부: 

Fig. 3.4.1-15 Test procedure and data sheet for operability test



- 507 -

  잠 고리 타입은 원격성, 취 성, 작업자 편리성이 좋게 나타났고, 세 가지 설계

안 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설계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었다. 원격성  작동성 시험을 수행하는 장면을 Fig. 3.4.1-16에 나타내었다.

  - 개선해야 할 사항

  ① 잠 고리의 손잡이를 가능하면 길게하고, 이와 동시에 STL의 서랍 높이와 간

섭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② 뚜껑 I-bolt 는 긴 I-bolt로 변경 는 로 를 추가 으로 부착

  ③ 잠 고리는 용기 본체에 용 처리: 볼 은 오염의 가능성 존재

  ④ 본체 내면과 바닥 용 부를 매끄럽게 처리

  ⑤ 잠 고리가 무 빡빡하다. 부드럽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변경

  ⑥ 용기 이동 tool은 wire rope가 최선이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

에 부착된 형태는 크 인 속이 용이하도록 V자 형이나 O형이 추가 으로 부착된 

것 등으로 처리

<운반용기 이송시험> <호이스트 제원 측정>

<클램  타입 표 운반용기 

원격잠 시험>

<잠 고리 타입 표 운반용기 

원격잠 시험>

Fig. 3.4.1-16 Remote opera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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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 운반용기의 성능평가

  운반용기는 내부에 핵물질/폐기물을 담아서 이동하는 도 에 핵물질/폐기물이 

용기 외부로 비산되거나 설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표 운반용기 설계안에 한 

설시험을 수행하 다. 환형잠 링 타입, 클램  타입, 잠 고리 타입의 세 가지 

표 용기 설계안에 하여 설시험을 수행하 다. 설시험은 용기 내부에 헬륨가

스를 충진하고, 뚜껑의 이  오링 사이에 헬륨 설장치를 연결하여 설율을 측정

하 다.

  설시험결과, 환형잠 링 타입은 을 유지하는데 실패하 다. 환형잠 링을 

최 한 돌려서 용기본체와 뚜껑의 결합력을 높이면 설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

나, 셀 내에서 양팔형 조작기를 이용하여 환형잠 링을 돌릴 수 있는 토우크를 고

려할 때 은 유지될 수 없고 설이 발생한다고 단되었다.

  클램  타입은 클램 의 볼트에 작용하는 토우크에 따라 용기본체와 뚜껑의 결합

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볼트 토우크의 크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을 유지하는 토

우크를 찾아내었다. 결과 으로, 2.5 N·m의 볼트 토우크 이상에서 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앞 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양팔 조작기를 사용하여 볼트에 작용가

능한 최  토우크의 크기가 > 5.0 N·m 이므로 클램  타입의 표 운반용기는 

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잠 고리 타입에 한 설시험 결과 해당 타입은 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

다. 잠 고리 타입 역시 잠 고리의 결합력에 따라 용기본체와 뚜껑의 결합력이 달

라지기 때문에 잠 고리의 결합력 내에서 운반용기가 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

부를 평가하는 것이 요했다. 잠 고리 타입은 잠 고리의 결합력을 조 하기 

해 잠 고리 측면에 조 나사가 부착되어 있다. 결과 으로, 잠 고리 타입은 잠

고리 자체의 결합력을 최 로 하지 않고 간 정도로 설정하여도 운반용기의 

성이 유지되었다. 한, 이후 수행된 양팔 조작기를 이용한 운 성에서도 잠 고리

를 결합  해체하는 것이 자유롭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클램   잠 고리 타입의 경우 설율은 각각 1.7×10
-5

 Std·㎤/s, 2.3×10
-5

 Std·

㎤/s로서 허용범 (1.0×10
-3

 Std·㎤/s: B형 아닌 일반 인 기 ) 이내에 존재하 다. 

따라서 잠 고리 타입의 경우 해당 설율을 만족하며 성을 유지함을 시험 으

로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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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7 Leak test for clamp type and loop type transport package

  (3) 형운반용기의 성능평가

  형운반용기는 PRIDE 공정부서와의 의를 통해 Fig. 3.4.1-9에서와 같이 최종설

계가 변경되었다. 최종설계안에 한 성능시험은 수행되지 않았고, 기 모델에 

하여 핫셀 내에서의 인양, 잠   해제에 한 원격성 성능시험이 수행되었다. 표

운반용기처럼 잠 고리가 용된 사실은 기 설계안과 최종 설계안에 차이가 없

기 때문에 기 설계안의 잠 고리 타입의 잠   해제에 한 원격취 성은 기 

설계안에 한 성능평가로 최종 설계안의 평가가 갈음된다고 단된다.

  기모델에 한 원격취 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양팔 조작기를 사용하여 

잠   해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성능평가 시험의 장면이 Fig. 3.4.1-18에 나

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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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운반용기 이송시험> <양팔 조작기를 이용한 잠 고리의 해제>

<뚜껑이 해제된 형운반용기 본체> <잠 고리 해제 이후 뚜껑의 인양>

Fig. 3.4.1-18 Remote operating test for large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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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용기/취 장치 개발

  PRIDE 공정에서 발생되는 핵물질/폐기물 장용기  취 장치에 한 설계요건 

분석과 설계, 제작  비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용기 

 련 장치는 Fig. 3.4.2-1과 같이 장실에 설치될 정이며, PRIDE 시설이 완공

되는 2012년 4월 이후에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장실에는 회수우

라늄 속과 염폐기물 고화체 장용기  취 장치, 장치, 시험모델  glove 

box 등이 설치될 정이다.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시설에 장되는 회수우라늄 속과 염폐기물 고화체

는 일정량이 모이지면 잔류우라늄 장시설 는 폐기물 장시설로 운반

되어 장 리될 정이다.

10.6 m

3.55m

Glove box
(3.6 * 1.2 * 2.5 mH)

1톤 전동카트
(1.62 * 0.7 m)

0.6m

4.85 m 5.75 m

Crane Hook 접근영역
(5.2 * 3.25 * 1.76 mH)

0.2m

UO2

염폑물고화체
4.6 m

0.3m

Rail (전동대차)

분전반(A)

분전반(B) ArAir
출입문(1.5m)

염폐기물용기
수분/열시험
(1.5m*1.0m)

Trench (폭 0.2 m)
0.7m

0.35m

0.3m

크레인구조물
(Post ф500)

.55m

0.65m

핵물질 저장(2.4m*1.4m)

X폐기물 드럼

볼팅 밀봉장치
(2.0 * 1.5*1.9mH)

U Metal 

회수U용기
Leak test/

Ar 충전/감시
(1.2*1.2m)

Fig. 3.4.2-1 Layout for PRIDE storage room for recovery material and waste

가. 핵물질/폐기물 장용기/취 장치 설계요건 분석/평가 

   핵물질/폐기물 장용기  취 장치 설계요건 분석/평가에서는 1 MTHM 처리 

용량을 가정하여 PRIDE 공정에서 발생되는 회수우라늄 속과 염폐기물 고화체 

장용기와 장용기 취 장치의 설계요건서를 작성하 다. 

  이로 공정 Flowsheet(Ver.2.6.3)에 따르면 연소도 55,000 MWd/tU, 기농축도 

4.5 wt% U-235, 냉각기간 10년인 PWR 사용후핵연료 1 MTHM 처리(50 kg * 20 

Batch) 기 으로 발생되는 주요 공정물질인 우라늄 속 약 923 kg과 염폐기물 고화

체 약 364 kg이다. 회수우라늄 속  염폐기물 고화체 잉곳의 치수는 각각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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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치에서 제조 가능한 치수를 고려하 다. 

  ORNL/TM-12326[3.4.2-1] 보고서에 따르면 회수 우라늄 속은 180 kg의 잉곳을 

스테인리스강 jacket 설치 can에 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지만 PRIDE 시설에서 제조 가능한 U metal 잉곳의 치수는 직경 70 mm, 높이 

95 mm이고 량은 약 7 kg으로 제한된다. 

  회수우라늄 속은 공기 분 기에서 산화성이 강하므로 2   구조의 불활성 

분 기의 상태로 장 리되어야 하며, 장용기는 추후 회수성을 고려하여 

bolting 방식의 이 유리하다. 장용기 는 장시설에는 잠 장치를 설치하여 

핵물질이 안 하게 리되어야 한다.

  회수우라늄 속 장용기는 한 방사선차폐와 캐니스터의 재/하역을 한 

원격 취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PRIDE 공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신 모

의연료를 사용하므로 장용기의 방사선 차폐는 필요없지만 공학규모 실증시설의 

장에 한 설계자료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캐니스터의 원격 취 성을 고려하 다. 

  회수우라늄 속 장용기는 불활성 분 기의 유지  제어가 가능하고 운반용기

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해환원 공정에서는 LiCl waste salt가 발생하며, MTHM 처리과정에서 약 285 

kg의 염폐기물 고화체가 발생된다. LiCl waste salt의 도는 25 ℃에서 약 2.1 g/cc

이며, LiCl Waste Salt는 조해성이 매우 큰 물질로 Waste Form으로 제조되기 에

는 불활성 분 기의 한 폐기능이 요구된다. LiCl waste salt는 결정화 공정으

로 90 %의 LiCl를 회수하고 나머지 10 %만 회수하여 SAP  glass frit을 이용하여 

고화처리(LiCl : SAP : glass = 1 : 2 : 1)하여 ceramic waste form 형태로 제조된다. 

SAP 고화체의 도가 약 2,400 kg/㎥이므로 고화체의 체 은 약 118ℓ이다. 

  해제련 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KCl waste salt는 1 MTHM 처리과정에서 약 

79 kg의 고화체가 발생하며, LiCl-KCl waste salt의 도는 25 ℃에서 약 2.0 g/cc

이다. LiCl-KCl waste salt도 조해성이 매우 큰 물질로 고화체로 제조되기 까지는 

불활성 분 기의 한 폐기능이 요구되며, 원격취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LiCl-KCl 공융염 폐기물 내 희토류 핵종만을 산화물로 환 후 분리하여 ceramic 

waste form으로 고화처리하며, LiCL-KCl waste salt 고화체의 도가 약 3,600 kg/

㎥이므로 체 은 약 18 ℓ이다.  

  PRIDE 공정에서 발생되는 염폐기물 고화체는 방사능과 붕괴열이 없으므로 장 

캐니스터와 장용기 설계 시 방사선차폐와 냉각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공학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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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설의 장에 한 설계자료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캐니스터의  용 과 원

격취 을 고려하 다. 염폐기물 고화체는 10 CFR 61.55[3.4.2-2]의 폐기물 분류기

에 따라 수십년 이상 붕괴 장을 고려하며, 장기간 격납 건 성을 유지시키기 하

여 용 방식으로  포장이 바람직하다. 폐융융염 고화체 장캐니스터  장

용기는 운반용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PRIDE의 회수우라늄 속과 염폐기물 고화체 장 캐니스터의 최  량은 100 

kg 이내이며, 캐니스터를 하기 한 grapple의 설계하 은 안 율을 고려하여 

150 kg으로 설정하 다. 회수 우라늄 장 캐니스터 취 장치는 원격 취 이 가능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한, 정  는 기타 사고에 의하여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강제  체결장비를 갖추어야 함하며, 자동 취 장비라 할지라도 비상시에

는 수동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핵물질/폐기물 장용기 개발

  (1) 회수우라늄 속 장용기 설계, 제작  성능평가  

     PRIDE 공정에서는 glove box에서 우라늄 속 잉곳이 제조되며, 제조 가능한 

잉곳의 치수는 직경 70 mm, 높이 95 mm이고 량은 약 7 kg으로 50 kg/batch 기

으로 8개의 잉곳이 제조된다. 1 MTHM 처리과정에서 회수된 우라늄 속 923 

kg이며, 총 150개의 우라늄 속 잉곳이 제조된다. 

  회수우라늄 속 잉곳은 Fig. 3.4.2-2와 같이 직경 80 mm, 높이 120 mm의 스테

인리스강 캐니스터에 1차용기에  포장된다. 1차용기의 뚜껑은 나사산 방식으로 

조립되며, 본체와 뚜껑사이에 O-ring을 설치하여 기 을 유지하도록 하 다. 1차용

기는 불활성 가스 분 기에서 장 된다.

  8개의 회수우라늄 속 잉곳을 장하기 한 장 캐니스터(2차용기)를 설계, 제

작하 다. 장 캐니스터는 Fig. 3.4.2-3과 같이 320 mm, 높이 300 mm의 치수를 가

지며, 5 mm 두께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 다. 캐니스터의 뚜껑은 볼트로 체결

되며, 오링을 설치하여 기 이 유지되도록 하 다. 캐니스터 뚜껑에는 grapple을 이

용하여 원격 취 을 한 취부가 설치되며, argon 가스를 충   충 상태를 검사

할 수 있는 port를 설치하 다. 회수우라늄 장 캐니스터의 상부구조를 염폐기물 

고화체 장 캐니스터와 동일한 형상과 치수를 갖도록 설계하여 캐니스터 취 을 

한 grapple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로 공정물질은 vault 방식으로 장될 정이며, PRIDE 장시설에서는 

vault 방식과 유사한 storage tube와 장랙을 설계, 제작하 다. 회수우라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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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캐니스터는 Fig. 3.4.2-4와 같이 직경 400 mm, 높이 655 mm의 storage tube에 

2개씩 장된다. Fig. 3.4.2-5와 같이 6개의 storage tube를 설치하여 회수우라늄 

속을 장하기 한 장랙을 설계, 제작하 다. 장랙은 상 /하 과 골조로 구성

되며, 1,289 * 866 * 688 mm(H)의 치수를 갖는다. 

  회수우라늄 속 장용기를 제작하여 캐니스터 장   원격취 , 설시험 등

의 비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Fig. 3.4-2-6과 같이 설시험을 수행하 으며, 측정

된 설률이 2.0E-5 Std‧㎤/s로 측정되어 허용 설률인 1.0E-4 Std‧㎤/s[3.4.2-3] 이

내로 평가되었다. 한, 캐니스터 취 장치를 이용하여 Fig. 3.4-2-7과 같이 캐니스터

의 원격취   장  등의 비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향후 PRIDE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회수우라늄 속을 장 하여 불활성 가스 충 , 내부압력 측정  모니터

링, 수분측정  모니터링 등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Fig. 3.4.2-2 Primary canister for uranium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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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Storage canister for uranium metal

Fig. 3.4.2-4 Storage tube for uranium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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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Storage rack for uranium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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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Leakage test for uranium metal canister

Fig. 3.4.2-7 Preliminary performance test for U metal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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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염폐기물 고화체 장용기 설계, 제작  성능평가  

      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염폐기물 고화체는 냉각효율이 우수한 vault 장

방식으로 장될 정이며, PRIDE에서는 vault 방식과 유사하도록 6개의 storage 

tube가 설치된 장랙을 이용하여 염폐기물 고화체를 장하도록 하 다. 

  PRIDE 공정에서 발생되는 염폐기물은 ceramic waste form으로 제조되며, 고화체 

제조시설에서 제조 가능한 고화체의 크기는 직경 30 cm, 높이 30 cm이고 최  

량은 약 80 kg이다. 염폐기물 고화체 장 캐니스터는 Fig. 3.4.2-8과 같이 직경 340 

mm, 높이 392 mm이며, 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 다. 캐니스터의 

상단에는 돌출부를 구성하여 grapple을 이용하여 원격취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염폐기물 고화체 장 캐니스터의 뚜껑은 용 방식으로 

될 정이며, PRIDE에서는 clamp 방식으로 뚜껑을 체결하도록 하 다. 

  캐니스터 장 은 Fig. 3.4.2-9와 같이 1개의 캐니스터를 장 하며, 치수는 직경 

368 mm, 캐니스터를 장 했을 때 최  높이는 392 mm이다.

  장랙은 Fig. 3.4.2-10과 같이 장랙은 상 /하 과 골조로 구성되며, 6개의 

장 이 설치된다. 캐니tm터를 장 했을 때 장랙의 치수는 1,398 * 036 * 432 

mm(H)이다. 장랙을 포함한 모든 부품은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 으며, 외부표면

은 기계가공 시 표면조도를 높여 제염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하 다.

  염폐기물 고화체 장용기를 제작한 후 Fig. 3.4.2-11과 같이 캐니스터 장   원격

취  등의 비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향후 PRIDE 시설이 완공되면, 장용기  

련 장치를 장에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Fig. 3.4.2-8 Storage canister for waste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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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Storage tube for waste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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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0 Storage rack for waste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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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1 Preliminary performance test for 

waste salt canister

다. 핵물질/폐기물 장용기 취 장치 개발 

  (1) 량물 취 장치 설계, 제작  성능평가 

      PRIDE 장시설은 공간이 10 m * 4 m * 2.6 m(천정높이)로 소하여 일반 

overhead 크 인의 설치가 곤란하며, 장시설 내에서 량물 취 을 한 Jib 

crane 형태의 량물 취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량물 취 장치는 PRIDE 장시설내의 핵물질/폐기물 캐니스터, 운반용기, 장

용기  기타 량물을 안 하고 효율 으로 취 하기 한 jib crane 형태이다. 

량물 취 장치는 유압모터와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boom의 회   직진운동이 

가능하며, 치를 이용한 hook의 수직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특히, boom의 

길이를 1-2-3-4단으로 조정이 가능함으로서 Fig. 3.4.2-1과 같이 장시설 부분의 

공간에 량물 취 장치의 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량물 취 장치의 최  

인양능력은 arm을 4단까지 뻗었을 때의 최  거리인 5.6 m 거리에서 500 kg이며, 

구조 으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하 다. 

  Fig. 3.4.2-12  Fig. 3.4.2-13은 량물 취 장치의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량물 취 장치의 구조물을 고정하기 한 base부는 turn table bearing, column,  

선회 감속기, 컨트롤 밸 , 조종장치 등이 조립되며, 유압모터에 의해 회 하는 선

회 감속기로 column  boom을 회 시키는 구조이다. 상부에 회 체인 tur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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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과 선회 를 고장력 볼트로 체결하여 크 인의 운행  동격하 을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설계하 다. Base부는 용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장실의 콘크리

트 바닥에 앵커볼트로 고정된다. Base부의 면 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 hook의 

작업 역을 최 한 확보하 다.

  Column부는 base에 설치된 turn table bearing의 outer ring과 조립되며 derrick 

cylinder 등이 설치된다. Derrick cylinder는  boom의 기복 운동을 담당하며, 카운터 

밸런스 밸 가 설치되어 인양하   boom의 자주를 방지한다.

  Boom은 고장력 강재로 제작된 사각박스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boom 조립체는 

1단 굴 , 4단 신축의 형태로, 1단붐(1st boom), 2단붐(2nd boom), 3단붐(3rd 

boom), 4단붐(4th boom), 신축실린더(telescope cylinder), counter balance valve로 

구성된다. Boom은 신축실린더에 의해 순차 으로 작동되며 counter balance valve

는 인양하   붐의 자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Boom은 최  량물 취 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하 으며, 특히 4단붐의 최  길이와 최  하 조건에서

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Boom의 회  시 좌우 벽면과의 출돌을 방지하

기 한 센서를 설치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좌우 벽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량물 취 장치의 조종장치부는 수동 조종부와 자동 조종부로 구분되며, 수동 

조종부는 베이스에 설치된 조종 버를 이용하여 크 인을 작동할 수 있다. 조종밸

 내에는 과부하 작동방지를 한 안 밸 (relief valve)가 내장된다. Boom 인출 

작동시 hook와 boom 끝단이 부딪  후크 는 인양하 이 낙하하는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 다. 장치의 취  시 좌우 벽면과의 충돌 방지를 

한 센서를 설치하 으며, 센서에 의한 감지 신호를 받아 제어할 수 있는 안 장

치를 설치하 다.

  유압유니트부는 동기에 유압펌 를 체결하여 구동시켜 유압식 크 인의 원활한 

작동을 한 필요 유압동력을 공 하는 장치로, 이물질의 투입을 방지하기 한 필

터를 설치하 다. 유압유 탱크의 용량는 100 ℓ이고 유압유 공 펌 의 최  토출

유량은 20 ℓ/min, 동모터의 출력은 220 V, 3상에서 10 kw이다. 

  량물 취 장치를 Fig. 3.4.2-14와 같이 제작하 으며, PRIDE 시설의 공사가 완

료되면 량물 취 장치를 장에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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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2 Heavy weight handling equipment (minimum arm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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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3 Heavy weight handling equipment (maximum arm length)

Fig. 3.4.2-14 Fabrication of heavy weight handl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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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용기 취 장치 설계, 제작  성능평가 

      PRIDE 공정에서 발생되는 회수우라늄 속  염폐기물 고화체 장 캐니스

터를 원격 취 하기 한 장용기 취 장치를 개발하 다. 염폐기물 고화체 장 

캐니스터의 최 량은 100 kg 이내이며, 캐니스터의 원격취 을 한 장용기 취

장치(grapple)를 개발하 다. Grapple의 최  취 하 은 150 kg이며, 한번 체결

되면 인 인 힘을 가하지 않고서는 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 다.  

  장용기 취 장치인 grapple은 Fig. 3.4.2-15와 같이 구동 motor, ball screw, 집

게 등으로 구성되며, 구동모터에 의하여 회 되는 ∅20, pitch 5 mm의 screw에 의

하여 블록이 상하 운동을 하고 이에 따라 블록과 지렛  형식으로 연결된 집게를 

움직여 캐니스터를 잡는 구조로 설계하 다. 구동모터의 용량은 AC 10 kW이고 

electro magnetic brake type reversible motor로서 회 속도는 60 rpm 이내이다.  

  Grapple은 크 인에 매단 상태로 운 되므로 grapple의 상단에는 크 인 hook와 

연결을 한 lug를 설치하 다. 크 인과 연결되는 lug를 포함한 grapple의 높이를 

최소화하여 grapple에 캐니스터를 장착하 을 때 장용기의 취 높이를 최 한 확

보하도록 하 다. Grapple의 집게를 최 로 벌렸을 때 직경이 회수우라늄 속 

장용기의 직경인 φ320 mm 이내로 제작하여 장  내부에서 grapple의 작동이 가

능하도록 하 다. 

  Grapple을 제작하여 Fig. 3.4.2-16과 같이 설계하 의 1.5배 하 으로 하 시험을 

수행하 으며, 1.5배의 하 에서도 grapple의 주요 기능이 정상 으로 발휘되었다. 

한, Fig. 3.4.2-17과 같이 회수우라늄 속  염폐기물 고화체 장 캐니스터의 

원격 취 시험을 수행한 결과 캐니스터를 안 하게 잡아서 장 에 장입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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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5 Drawing of canister handl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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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6 Fabrication and load test of gr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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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7 Preliminary performance test of gr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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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IDE 핵물질/폐기물 Canister 장치 개발

 가. Canister의 포장요건 분석/평가 

PRIDE에서 발생하는 핵물질  폐기물은 PRIDE에서 발생하는 핵물질  폐

기물은 U metal ingot, U metal scrap waste  glass-bonded ceramic waste이다. 

U metal ingot은 핵물질로서 canister에 재되어 장된 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Canister 내부에 재되는 U metal을 장하는 동안 건 성을 유지시키기 

해서는 불활성 기체 분 기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  canister 방식을 사용하는 포

장방식이 요구된다. 

Glass-bonded ceramic waste는 canister에 재하여 장기 장 후 처분을 요하

게 된다. 따라서, canister의 closure 방식을 welding 방식을 용하는 방식이 필요

하다.

 나. 장치 기능  설계요건 분석/평가

  1) Bolting closure 장치

원격으로 bolt를 체결하기 한 bolting closure 장치는 bolt 정렬․분리  체

결 기능이 요구되며, U metal ingot을 장하는 canister의 O-ring 건 성을 유지시

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Canister의 closure 후 설률은 1 × 10-4 

std.cm3/s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 Welding closure 장치

Welding closure 장치는 welding, repair  NDE 3개의 기능이 요구되며, 

Glass-bonded cermic waste를 장하는 canister를 원주방향으로 용 할 수 있는 방

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Welding closure 장치는 내부 용  열 차폐 부 뒤 온도는 

300 °C이하, 재된 폐기물 상부 공간의 온도는 100 °C 이하 그리고, 재된 폐기

물 상부의 온도는 50 °C 이하이어야 한다. 

 Canister  공정의 표 화

Canister의 장 상물의 종류  형태에 하여 각각에 합한 Canister를 제

작하는 것은 Canister 제작 자체뿐만 아니라  공정 개발을 해서도 비경제

이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방사성 물질을 장하기 한 Canister를 표 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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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공정 한 표 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표 화 작업을 통해 폐기

물 처리의 작업성 향상  경제성을 얻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국가와 기  사이

의 연계작업이 유리하고, 유용한 기술 개발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도 표 화된 Canister를 설계 제작하고 그에 합한 표 화된 용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 다. 

 GTAW 용  방법

GTAW 용 은 잘 알려진 용 방법으로서 매우 우수한 용 품질을 가지고 있으

며, 많은 용  경험과 기술의 개발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에서는 다음과 같은 Canister에 한  공정을 사용한 경

험이 있다. 용   검사에 robotics 와 자동화 공정을 용하며, 용 부에 한 즉

석 검사를 수행하고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보수를 수행하 다. Yucca Mountain 

Waste package Closure project 에 사용된 Canister 에 사용된 장치는 모두 상

업용 규격품 사용하여 용하 으며, 용 , 검사, 보수에 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공정에 용된 robotics 기술과 함께 laser profiling seam tracker 를 이용한 용 선 

추  장치  련 소 트웨어를 사용하 으며, 용 은 air cooled gas tungsten arc 

welding 을 사용하 다. 용  토오치 (torch) 에서 텅스텐 의 치  가스 cup 

의 치는 자동제어 되며, 아아크 찰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용 선  용  상태

를 확인하 고, 용 자가 용 물의 치조정을 약간할 수 있는 actuator 를 설치하

다.

 PAW 용  방법

NERVA 로그램에 따라 Westinghouse AESD/Nevada 에서는 운 되고 있는 

폐기물 연구시설에서의 Canister 용 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Keyhole 용융 

방법을 이용하는 제살 PAW (Plasma Arc Welding), pulsed current type 의 

GMAW (Gas Metal Arc Welding), 용가재를 사용하는 pulsed current type 의 

GTAW (Gas Tungsten Arc Welding) 가 검토되었으며, 최종 PAW 가 선정되었다. 

이 후 PAW 용  장치를 구성하고, 마개 용  차서가 작성되었으며, 품질 리  

자동화를 통한 포장실험이 수행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Canister의 경우 두께가 

5mm 정도인 탄소강 소재이다.

 Upset 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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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 (Savannah River Site) 에서는 고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해 속 

Canister를 사용하 다. Canister의 구조는  61 cm 직경, 300 cm 길이, 1.27 cm 두

께의 몸체와 12.7 cm 직경의 스테인리스 강 마개 (plug) 로 구성되었다. 마개로 

Canister를 하기 해 아아크 용  방법에 비해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항 

upset 용  을 수행하 다. 이 방법은 기존의 아아크 용 에 비해 장치가 내구

성이 있으며, 원격운 이 쉽고, 비교  간단하게 건 한 용 부를 얻을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그러나 용 이 순간 으로 이루어지므로 아아크 용 에 비해 용융부

의 형성과정이 불안정하며 큰 용 류를 필요로 한다. SRS 에서는 용  후 검사를 

용   용 공정 모니터링으로 체하여 NDE 나 설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체 공정을 간략화 하 다.

  용  련 설계/공정 요구사항

○ 련법규  code : 미국의 10CFR 72.236, 72.104, 72.122, 72.174 에서는 고 방

사성 사용 후 핵연료의 용기에 한 제작의 가장 기본 인 용 법규에 하여 

언 하고 있다. ASME Section III의 Division 3는 Containments for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and High Level 

Radioactive Material and Waste 의 제목으로서 원  폐기물의 Canister 혹은 

캐스크의 설계  제작 검사에 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의  NRC 에

서 발행하는 Interim Staff Guidance (ISG)-15, ISG-18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건

식 장  운반 용기에 하여 용 규제를 기반으로 설계  제작에 쉽게 

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용  련하여 사용되는 code 는 ASME 

와 AWS D1.1 이 있다. ASME code 는 원자력 압력용기를 비롯한 압력용기에 

용되고 있으며, 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 는 교량 등의 구조물에 

한 용 에 용되고 있다. NRC 에서는 ASME code 를 사용 후 핵연료 용기

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 으로 ASME code 가 용기 설계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나, 기의 오래된 용기의 경우 AWS code 를 용한 경우도 있

다. 마개  용  후 아무런 내용물의 설이 없어야 한다. 그 지 않은 경우 

캐스크의 수명 기간 동안 헬륨의 설 감시를 통해 설이 없음을 확신시켜야 

한다. 여기서 설이 없음은 ANSI N14.5 조건을 따른다.

○용 부에 한 요구조건 : Canister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자동화 용 을 통해 

마개 용 이 수행되어야 하며, ASME BPV code, Section III, Division 1 의 

Class 3 vessel의 설계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Canister 작업은 신뢰성이 우수

하고 한 보수 수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비되어야 한다. 마개 용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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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제한된 공간의 특별한 조건에서 수행되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용 부 형상 설계 : Section III, article ND 3352 에 따른다.

○용  차서 : 자동 원격 용 에 하여 Section III, Article ND/NC 4300에서 

제한하는 로 Section IX 에 따라 차서를 작성 한다.

○용  검사 : 용 부의 품질과 용 물의 요구조건을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검사가 수행된다.

- Visual 검사 : Section III, Artcle WC 4424, 의 조건에 따라 Class 3 vessel 

의 검사조건을 사용한다. 용  비이드에는 큰 ripple,  groove, overlap, 

porosity, abrupt ridge, valley가 없어야 한다. Undercut 은 0.8mm 를 과

해서는 안 되며, 용 부가 모재 두께 이하로 잠식해서는 안 된다. 덧살 

(reinforcement) 은 2.5mm (모재두께 25mm 까지) 를 과해서는 안 된다. 

Root 부의 concavity 는 용 부의 두께가 모재의 

- 비 괴 표면 검사 : MT 나 PT  

- 비 괴 체  검사 : RT 나 UT 가 사용되나 RT는 내용물의 높은 방사선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체 검사를 면제 받기 해서는 Section III, 

Article ND 3352.1(c)에 따라 용 부 의 강도 효율을 결정한다. 

 Examination requirements Stress reduction factor

 Volumetric Examination  1.00

 Liquid Penetrant or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

 Root and each successive 6mm of weld 

thickness and final layer

 0.90

 Liquid Penetrant or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

 Root and final layer

 0.80

Table 3.4.3-1 Stress reduction factors and examinations for closure welds

  

○용 부에 한 NDE  허용요건 (WC-5300) : Category C 에 해당하는 마개 

용 부는 완  통 용 의 경우 RT 와 PT 혹은 MT 를 수행하며, 부분 통 

용 의 경우 MT 나 PT 를 수행한다.  RT (Radiographic Test) 용 부의 경우 

불완  (imperfaction) 신호 (indication) 가 측정되고 그것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에 하여 건 한 용 부로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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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이나 불완  용융부 혹은 불충분한 용융 깊이가 확인되는 경우

- Indication이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할 수 없다.

     : 19 mm 두께까지 6 mm 보다 큰 indication

     : 19 mm-57 mm 두께 까지 1/3t 보다 큰 indication

     : 57 mm 두께 까지 19 mm 보다 큰 indication 

- Root 용 부의 경우 밝기의 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는 허용한다.

- UT (Ultrasonic Test) 의 경우 기  값에 하여 20% 보다 큰 신호에 하여 

불완 한 상태라고 정의 한다.  이를 기 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경우 허용할 수 없는 용  상태로 간주한다.

- Indication 이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할 수 없다.

     : 19 mm 두께 까지 6 mm 보다 큰 indication

     : 19 mm-57 mm 두께 까지 1/3t 보다 큰 indication

     : 57 mm 두께 까지 19 mm 보다 큰 indication 

- Indication 이 균열이나 용입 불량 그리고 불완 한 용융깊이로 확인되는  경

우에는 길이에 상 없이 허용할 수 없는 용 부로 간주한다. 

- MT (Magnetic particle test) 의 경우 indication 이 1.5 mm 보다 큰 경우 불

완 한 indication 이라고 정의하며, 이것이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할 수 없

다.

- 균열이나 선형의 indications

- 5 mm 보다 큰 rounded indication

- 4 개 이상의 1.5mm 이상의 rounded indications

- 4000 mm2 의 표면에서 10 개 이상의 rounded indication 

- PT ( Liquid Penetrant Test) 의 경우 불완  indication 은 1.5 mm 이상의 

침투 길이이다. 이와 같은 불완  indication 에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허

용할 수 없다. 

- 균열이나 선형의 indications

- 5 mm 보다 큰 rounded indication

- 4 개 이상의 1.5mm 이상의 rounded indications

- 4000mm2 의 표면에서 10 개 이상의 rounded indication  

○수압시험  헬륨 설시험 : 마개용   용기에 해서는 1.25 배의 설계 압

력이하로 수압시험을 수행한다(WC-6200). 마개 용 부의 경우 설계 압력의 1.5 

배 이상의 안  여유를 갖도록 설계 제작하는 경우 수압시험  압력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마개 용  후에는 ANSI-14.5-1997 혹은 ASME Section V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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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설시험을 수행한다. 허용 설률은 ASME Section V, article 10, 

Appendix IV 근거하여1x10-4 std cm3/s (1x10-5 Pa m3/s, He mass 

spectrometer test-detector probe technique) 이하로 한다.

○ 괴 검사  시험 : 용  차서를 비하기 해 수행된다. Section IX, 

Article QW451 에 의거하여 인장시험, 굽힘시험, 그리고 서류 작업이 수행된다. 

인장시험의 경우 모재의 최소 허용 인장강도 이상의 인장강도를 얻어야 한다.  

Section, IX, Article QW466 에서는 굽힘시험에 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허

용 가능한 조건은 open defect 가 굽힘시험 후 3.17 mm (1/8 in) 를 과하지 

말아야 한다. 연신율, 경도시험, 미세조직 검사 등은 코드에서 요구하지는 않으

나 한 용 조건을 확인하기 해서는 수행되어야 할 시험 항목이다.  

 다. 장치 설계  제작

  1) Bolting closure 장치

Bolting closure 장치는 한축 는 다축제어 방식이 있으며, 한축제어 방식은 

용기의 뚜껑을 정 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다축제어 방식은 균일한 

bolting을 통해 O-ring의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다축제어 방식은 

축의 수량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산을 고려하여 2축 제어 방식을 

선정하여 bolt 정렬·분리  체결 기능을 갖도록 그림 3.4.3-1  3.4.3-2와 같이 설

계하 으며, 그림 3.4.3-3과 같이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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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 Schematic drawing of bolting closure device

Fig. 3.4.3-2 Bolting closur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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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Appearance of bolting closure device

  2) Welding closure 장치

격리된 공간에서 canister를 용   검사를 수행하기 해서는 자동화  

원격제어기술을 용해야 한다. 따라서, 용 기·보수장치·NDE의 3개 기능을 갖도록 

그림 3.4.3-4와 같이 welding closure 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단계에

서는 산상 용 기만을 개발하고자 하 으며, 그림 3.4.3-5와 같이 welding closure 

장치를 설계하 으며, 그림 3.4.3-6과 같이 제작하 다.

   용 방법은 pulsed current type 의 GTAW 방법을 사용하여 3 ~ 4층 정도의 다

층용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원주방향 용 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

다. 원주용 에서 용 물을 회 시키는 경우와 용 기를 회 시키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용 기가 설치될 시설의 공간을 고려하여 용 기는 고정하고 용 물을 놓

은 바닥이 회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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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4 Welding closure device

Fig. 3.4.3-5 Drawing of welding closur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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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6  Appearance of welding closur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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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핫셀 운반 속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설계승인

1. 운반용기/ 속시스템 설계요건 분석/평가

 가.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 분석/평가

    (1)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기술기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에 한 기술기 은 국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9-37

호,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TS-R-1, 10 CFR Part 71  NUREG-1617에 

기술되어 있으며, Table 3.5.1-1에 운반용기의 기술기 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분류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분류는 특수형과 특수형 이외의 방사성물질로 구분

되며, 특수형 방사성물질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는 캡슐에 입된 방사성

물질로서, 한 변의 길이가 최소한 0.5 cm 이상이고 캡슐에 입된 방사성물질인 경

우에는 캡슐이 괴되어야만 개 될 수 있는 경우에 용된다. 운반용기는 운반

상 물질의 방사능량에 따라 크게 A, B, C형으로 분류되며, 분류기 은 다음과 같다. 

    ○ A형 운반용기 

       - 특수형 방사성물질 : 방사능 A1 값 이하의 운반물

       - 특수형 이외의 것 : 방사능 A2 값 이하의 운반물

    ○ B형 운반용기

       - 특수형 방사성물질 : 방사능 A1 값 과의 운반물

       - 특수형 이외의 것 : 방사능 A2 값 과의 운반물

    ○ C형 운반용기 (항공운반) 

       - 특수형 방사성물질 : 방사능 A1 값의 3,000배 는 A2 값의 10만배  더 

작은 값을 과하는 운반물 

       - 특수형 이외의 것 : 방사능 A2 값의 3,000배  과의 운반물

  A1  A2 값은 핵종  동 원소 별로 제한치가 각 법규에 정해져 있으며, A1은 

캡슐과 같이 인된 선원에 용한다. 고방사성물질 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

한 핵물질을 운반하는 핫셀 운반용기는 A형  B형 운반 기 을 만족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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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반용기의 일반기

A, B  C형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에 모두 용되는 일반기 은 다음과 같

다. 인양장치는 운반물 량의 3배의 하 을, 결속장치는 운반물 량의 2배의 연직

분력, 10배의 이동방향의 수평분력, 5배에 상당하는 이동방향과 수직방향의 수평분

력이 작용할 때 이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운반이 가능한 최 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지수는 10을 과하지 않고 핵임계 안 지수는 50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항공운반 경우에는 추가 으로 다음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운반용기의  

가능한 표면온도는 일 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38 ℃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50 

℃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40 ~ 55 ℃의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격납계통의 

건 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격납계통은 5 kPa까지 계기압력이 감소할 경우에

도 방사성물질이 출되지 않고 건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사선규칙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면오염물체는 자체 으로는 방사성물질

이 아니나 그 표면상에 방사성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고체상태의 물체를 말하며, 제

1종 표면오염물체의 허용 표면오염도 기 은 다음과 같다.

구분기 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허용 표면오염도 

     - 가능 표면 에 한 제거성 표면오염도 

       * β, γ방출체  독성 α방출체 : 4 Bq/㎠

       * α 방출체 : 0.4 Bq/㎠

     - 가능 표면 에 한 고착성 표면오염도 

       * β, γ방출체  독성 α방출체 : 40 kBq/㎠

       * α 방출체 : 4 kBq/㎠

     -  불가능 표면 에 한 제거성 표면오염도와 고착성 표면오염도 합계

       * β,γ방출체  독성 α방출체 : 40 kBq/㎠

       * α 방출체 : 4 kBq/㎠

  운반용기의 허용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기 은 다음과 같다.

 ○ 용기표면 방사선량률

     - A, B, C형 운반용기:  2 mSv/h 이하

     - 용운반 : 10 mSv/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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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B형 운반용기의 기술기

고방사성물질 는 핵물질/폐기물을 운반하는 핫셀 운반용기는 방사능이 

A2 값 이상으로 B형 운반물로 구분되며, B형 운반용기의 기술기 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와 같은 일 조건과 38 ℃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운반하면서 1주일간 방치

할 경우에 정상운반조건에 한 입증시험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격납  

방사선차폐의 기능에 향이 없어야 한다.

       

표면의 형태  치 1일당 12시간의 일 량(W/㎡)

 수평으로 운반되는 편평한 면

 - 기 부

 - 기타 표면

없음

800

 수평으로 운반되지 않는 편평한 면

 - 각 표면 200 

 곡면 400 

  항공운반 이외에 용운반을 하지 않을 경우 운반용기의  가능한 표면온도는 

38 ℃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50 ℃를 과하지 않고 정상운반조건 입증시험 후 방

사성내용물의 유실이 시간당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사고조건에 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 다음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외부

표면으로부터 1 m 지 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 mSv를 과하지 않아야 하며,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 량이 Kr-85에 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하여 A2 값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 이상인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손되지 않아야 하며, 최  정상운 압력은 700 kPa의 

계기압력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항공운반 이외에 운반용기의  가능한 표면에서의 최 온도는 38 ℃의 주변온

도의 환경에서 일 이 없는 경우에 85 ℃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최 온도

가 50 ℃를 과하는 경우에는 용운반을 하여야 하며, 주변사람을 보호하기 한 

보호막이나 보호장치는 해당시험에 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40 ~ 38 ℃의 주변

온도의 환경에서 건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C형 운반용기의 기술기

C형 운반용기는 다량의 방사성내용물을 항공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용되

며, 기술기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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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운반조건 입증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C형 운반용기의 시험순서에 따라 시험을 거친 후 다음 

기 에 합하여야 한다. 외부표면으로부터 1 m 지 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 

mSv를 과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 량이 Kr-85에 

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하여 A2 값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손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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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형태

 기술기
A형 B형 C형

1. 일반기

  o 취   운반이 용이하고 안 할 것

  o 가속, 진동, 공진 등에 견딜수 있을 것

  o 주변온도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o 인양장치는 운반물 량의 3배 하 고려

  o 외부표면 허용 방사선량률

  o 외부표면 허용 방사선량률 ( 용운반)

  o 운반지수 10, 핵임계 안 지수 50 이내 

  o 항공운반 경우

    - 용기의 표면 허용온도 : 50 ℃ 

       (일 효과가 없는 38 ℃의 환경조건)

    - -40 ~ 55 ℃ 환경에서 격납 유지

    - 5 kPa의 압력강하시 격납계통 유지

○

○

○

○

2 mSv/h

10 mSv/h

○

○

○

○

○

○

○

○

2 mSv/h

10 mSv/h

○

○

○

○

-

○

○

○

2 mSv/h

10 mSv/h

○

○

○

○

2. 기술기

 o 외부의 최소 길이가 10 cm 이상

 o   격납기능 유지

 o -40  ̴ 70 ℃ 환경에서 손상되지 않을 것

 o 주 압력 60 kPa 강하시 격납기능 유지

 o 정상조건시험 후 방사성물질의 유실, 분산이 없

을 것

 o 정상조건시험 후 표면선량률 증가 20%  

 o 최  운반가능 방사능량 

 o 액체운반용기의 경우

   - A형 용기 추가시험 후 내용물의 유실, 분산이 

없고 표면선량률 증가 20% 

   - 1차 내부  2차 외부 격납계통 구비

 o 기체운반용기의 경우 추가시험 후 내용물의 유

실, 분산이 없을 것

 o 일 조건하에서 38 ℃ 환경에 1주일 방치시 격납 

 방사선차폐 기능 유지

 o 정상조건 시험후 시간당 설량

 o 사고조건시험 는 C형 용기 시험 후

   - 외부표면 1 m에서 허용선량률

   - 1주일간 방사성물질 허용 설량 

 o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 이상일 경우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 유지

 o 최  정상운 압력 

 o 용운반이 아닌 경우 용기표면의 최 온도 (38 

℃ 환경에서 일 이 없는 경우)

 o 용운반시 운반용기 표면 허용온도

 o -40 ~ 38 ℃ 환경조건에서 건 성 유지

○

○

○

○

○

○

A1, A2

○

-

○

-

0

-

-

-

-

-

-

-

○

○

○

○

-

○

A1,2 이상

-

-

-

○

10-6A2

10 mSv/h

A2/week

○

700 kPa

50℃

85℃

○

○

○

○

○

-

○

3,000A1,2이상

-

-

-

○

10-6A2

10 mSv/h

A2/week

○

700 kPa

50℃

85℃

○

Table 3.5.1-1 Requirements for 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 package



- 544 -

  (2) 운반용기 안 성 입증시험 기   

Table 3.5.1-2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에 한 안 성시험 기술기 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안 성시험에 한 세부 내용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에 기술되어 있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안 성시험은 정상운반조건시험

과 운반사고조건 시험으로 구분된다.

   (가) 정상운반조건에 한 입증시험(A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 시험은 살수시험, 낙하시험, 압축시험  통시험으로 구성되

며, 운반물의 시편은 각 경우에 있어 살수시험이 선행되고 낙하시험, 압축시험  

통시험을 수행한다. 정상조건시험 후 방사성물질의 유실, 분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표면 방사선량률 증가가 20 %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살수시험 : 시험물에 시간당 5 cm의 강우량에 상당하는 물을 1시간 이상 살

수한다. 

    ② 낙하시험 : 시험물을 최  손상이 발생하도록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바닥면 에 낙하한다. 

           

운반물 량 (kg) 자유낙하높이 (m)

운반물 량 ＜ 5,000 1.2

5,000 ≤ 운반물 량 ＜ 10,000 0.9

10,000 ≤ 운반물 량 ＜ 15,000 0.6

     15,000 ≤ 운반물 량 0.3

    ③ 층(압축)시험 : 운반물 량의 5배 하  는 운반물의 수직투  면 에 

13 kPa을 곱한 값의 하  에서 큰 하 으로 24시간 동안 압축한다. 

    ④ 통시험 : 시험물을 단단한 수평면 에 고정시켜 놓은 후, 직경이 3.2 cm, 

량 6 kg 을 1 m 높이에서 시험물 에 수직으로 낙하한다. 

    ⑤ 추가시험 : A형 액체 는 기체 상태의 운반물의 경우 추가시험으로 9 m 

자유낙하  1.7 m 통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운반사고조건에 한 입증시험

운반사고조건 시험은 B형 운반용기에 용되며, 기계  시험, 열시험  침

수시험으로 구성된다. 운반사고조건 시험 후 용기 표면 1 m에서 방사선량률이 10 

mSv/h, 1주일간 방사성물질 허용 설량이 A2 값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기계  시험 : 3종류 낙하시험으로 구성되며, 낙하순서는 기계  시험이 완

료된 후 실시하는 열시험에서 시편이 최  손상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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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하시험 I  : 시험물을 9 m 높이에서 시험바닥면 에 낙하

        - 낙하시험 II : 직경 15 cm, 길이 20 cm인 연강 을 시험바닥면 에 수직

으로 고정시켜 놓고, 시험물을 1 m 높이에서  에 낙하

        - 낙하시험 III : 시험물을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은 후, 량 500 kg, 한 변

의 길이가 1 m인 정사각형의 연강 을 9 m 높이에서 낙하

    ② 열시험 : 시험물을 일 조건과 내부 발생열의 최  설계조건에서 38 ℃의 

주 온도조건  열  평형상태에 있는 시험물을 800 ℃의 화재환경에 30분

간 방치 (시험   시험후 에 인  냉각 지)

    ③ 침수시험 : 시험물을 수두 15 m 이상에서 8시간 동안 침수 (150 kPa의 외부

계기압력)

    ④ 강화된 침수시험 : 시험물을 수두 200 m 이상에서 1시간 동안 침수(2 MPa

의 외부 계기압력),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를 과하는 B형  C형 운

반물의 경우 

   (다) C형 운반용기에 한 시험

C형 운반용기에 한 시험은 기계  시험, 열시험, 강화된 열시험  충

격시험으로 구성된다. 시험 후 용기 외부표면으로부터 1 m 지 의 선량률이 10 

mSv/h를 과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 축 량이 Kr-85에 

하여 A2값의 10배, 그 외의 핵종에 하여 A2 값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기계 시험

       - 낙하시험 I : 시험물을 9 m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 에 낙하

       - 낙하시험 III : 시험물을 시험바닥면 에 고정시켜 놓은 후, 량 500 kg, 

한변의 길이가 1 m인 정사각형의 연강 을 9 m 높이에서 낙하

    ② 열시험 : 

       - 량이 250 kg 미만인 운반물의 경우 시험물을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고, 

직경 20 cm, 량 250 kg인 원통형 을 3 m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

       - 량이 250 kg 이상 운반물의 경우 직경 20 cm, 량 250 kg인 을 바닥

면 에 수직으로 고정시켜 놓고, 시험물을 3 m 높이에서  에 낙하

    ③ 강화된 열시험: 운반사고조건 열시험 조건과 동일한 열  환경에서 노출시

간을 60분으로 유지 

    ④ 충격시험: 시험물을 90 m/s 이상의 속도로 바닥면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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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용기 형태

시험조건
A형 B형 C형

1. 정상운반조건에 한 입증시험

  o 살수시험 : 시간당 5 cm의 강우에 해당하는 물을 1

시간 이상 살수

  o 낙하시험 : 0.3  ̴ 1.2 m 높이에서 자유낙하

  o 층시험 : 운반물의 5배 는 수직투  면 에 13 

kPa을 곱한 하 으로 24시간 압축

  o 통시험 : 직경 3 cm, 량 6 kg의 을 1 m 높이

에서 시험물에 수직낙하

○

○

○

○

○

○

○

○

○

○

○

○

2. 운반사고조건에 한 입증시험

  o 기계  시험

   - 낙하시험 I : 시험물을 9 m 높이에서 낙하

   - 낙하시험 II : 직경 15 cm, 길이 20 cm의 에 1 

m 높이에서 시험물을  낙하

   - 낙하 III : 량 500 kg, 한변의 길이가 1 m인 연강

을 9 m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 

               (B형, 량 500 kg 이하, 방사능 A2 값

의 천배 이상 : 낙하 I 신 낙하 III)

  o 열시험 : 일 조건, 최  내부 발생열, 38 ℃의 환경

조건  열평형 상태의 시험물을 800 ℃ 

화재환경에 30분간 노출

  o 침수시험 : 수두 15 m에 시험물을 8시간 이상 침수

-

-

-

-

-

○

○

-

○

○

○

-

○

-

-

3. 강화된 침수시험 : 수두 200 m 이상에서 1시간 침수

                   (방사능량 A2 값의 10만배 과)

- ○ ○

4. C형 운반용기에 한 시험 

 o 열시험

   - 량 250 kg 미만 운반물의 경우 : 직경 20 cm, 250 

kg의 을 3 m 높이에서 시험물에 낙하

   - 량이 250 kg 이상 운반물의 경우 : 3 m 높이에서 

시험물을 직경 20 cm, 250 kg의 에 낙하

  o 강화된 열시험 : 사고 열시험 조건으로 60분간 노출

  o 충격시험 : 90 m/s 이상 속도로 바닥면에 충돌

-

-

-

-

-

-

○

○

○

Table 3.5.1-2 Requirements for safety test of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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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요건  

핫셀 운반용기는 일반용기와 달리 핫셀과 속할 수 있는 속시스템이 구비

되어야하며, 핫셀 속시 방사선차폐  기 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 GE-2000 용

기 등 국내외 핫셀용기의 특성을 분석하여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요건을 도출하 으

며, Table 3.5.1-3은 핫셀 운반용기의 설계요건을 요약하 다. 핫셀 운반용기는 슬라

이딩 도어 방식으로 뚜껑을 개폐하므로 슬라이딩 도어의 개폐 시 방사선차폐  

이 유지되어야 한다. 운반용기의 내부 캐니스터가 격납경계 역할을 담당하며, 원

격 취 성을 감안하여 구조는 단착식 결합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핫셀용기는 

개폐부가 많으므로 일반 용기에 비해 낙하조건에서 완충 특성과 화재사고조건에서 

단열 특성이 우수해야 한다. 

항 목 설계요건

일반요건

- 차폐체, 완충체, 단열구조 최 설계를 통한 운반용량 최 화  

- 핫셀 속 방식 : 수직, 수평 는 수직/수평겸용  

- 내부컨테이  이송 방식 : 수동, 유압 는 동방식 

- 원격취 성, 크 인  원격조종기 취 량 고려 

차폐분야

- 핫셀과의 속 는 운반용기 도어 개폐시 차폐 건 성 유지 

- 허용 표면 방사선량률

  . 운반용기 : 2 mSv/h, 핫셀벽 : 1 mSv/week 

임계분야 - 가상 사고조건에서도 미임계 유지 

격납분야

- 격납경계 : 캐니스터 (뚜껑체결 : 단착식 결합방식)

- 핫셀과의 속 는 도어 개폐시  유지 

- 허용 설률 

  . 운반용기 : 약 1.0E-5 std․㎤/s

  . 핫셀 : 30 mmAq의 부압조건에서 4 vol.%/day

- Seal의 교체  검사가 가능한 구조

열분야

- 차폐체  재의 허용온도 유지

  . 납차폐체 : 327 ℃, viton O-ring : 250 ℃

- 운반용기 표면 허용온도 

  . 항공운반 : 50 ℃, 항공운반 이외 : 85 ℃

- 한 단열구조 설계를 통한 화재사고조건에서 개폐부의 열  

  건 성 유지

구조분야

- 최  정상운  압력 : 700 kPa 

- 인양고리 치는 무게 심과 일치, 안 장치 고려

- 한 완충구조 설계를 통한 낙하조건에서 용기 개폐부의 구조

  건 성 유지

 캐니스터 

- TRU 는 핵물질 취 시 2   고려

- 우라늄/TRU 장 캐니스터는 불활성 기체 충 시스템 용 

- 300년 이상 장기 건 성 고려 

- 원격취   다단 재를 한 층조건에 한 안 성 고려 

Table 3.5.1-3 Design requirement for hotcell transport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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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속시스템 설계요건 분석/평가

고온 voloxidation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이로공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운반 상 물질은 hardware hulls, waste filter media, voloxidation 산화물, LiCl 폐

기물, LiCl-KCl 폐기물, noble metal 폐기물, 회수 U 속, 회수 TRU 속, Re2O3 

폐기물, Cl2 폐기물 등이 있다. 이 공정발생 폐기물/회수물/원료물질은 각각 폐기

물 처리시설(waste conditioning, waste form 제조)  고속로 연료 제조시설, 그리

고 간 장시설 등으로 이송되며 이 이송을 한 운반개념은 이로 실증시설의 

건설 에 확립되어야 한다.

미국 AFCF (Advanced Fuel Cycle Facility)의 개념설계 등 해외 선진핵연료

주기시설의 layout을 살펴보면 분리시설(separation facility)  폐기물 처리시설, 

장시설 등은 별도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건물 사이의 핵물질/폐

기물 운반은 지하의 용 운반통로 등을 활용한다. 수직형 핫셀 속시스템은 상기 

시설 간의 물질 운반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핫셀 속시스템의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참고

로 이로 공정시설에 필요한 속시스템의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1) SF 처리시설의 수직형 속시스템 기술 황 분석

   (가) 미국 ANL-W의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Hotcell 속시스템 

 ANL-W의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핫셀의 속시스템으로 GE 

Model 2000 Cask가 속하게 되며 속 상 물질은 AFC-1 capsule assembly 등이

다. 이 속은 공기 분 기의 비방사능 구역에서 공기분 기의 방사능 차폐 핫셀로 

속하는 상황이다. 이 속시스템은 Cart Adapter, Shutter Shield, Two-piece 

Transfer Lid, Shield Ring, Shipping Basket, Basket Guide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구

성되며 GE2000 Cask를 용 차에서 옮겨 실어서 속시키기 한 속카트가 있

다. 핫셀 속구(penetration)보다 용기의 뚜껑이 커서 속구와 호환이 가능한 속

용 뚜껑으로 교체하는 비과정이 필요하다. 속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뚜껑 

교체 과정에서 볼트 제거 등의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뚜껑제거는 시설 내 

gantry crane을 이용한다. 뚜껑의 교환 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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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1 GE2000 lid change out for hotcell docking

상기 뚜껑 교환 차는 작업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며 Shutter Shield

의 사용  작업거리 유지를 통하여 피폭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  45 

mrem 까지의 피폭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속카트를 이용하여 핫셀 속하는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Fig. 3.5.1-2 Dock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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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NF/HLW Transfer System의 Docking station

수직형 핫셀 속시스템의 다른 사례는 미국의 BECHTEL SAIC Company에

서 설계 된 SNF/HLW Transfer System의 Docking station이 있다. 상기 시스템은 

사용후핵연료, 고방사성폐기물을 처분캐니스터로 포장하는 encapsulation 시설의 일

부로서 상용 cask, site-specific cask, 폐기물 포장용기를 waste transfer cell로 속

하기 한 메카니즘  confinement boundary를 제공한다.

상기 속시스템은 docking port, docking ring, gantry crane으로 구성되며 

docking port는 mobile slab과 cell plug로 구성된다. 이 속시스템의 요한 설계

요건으로 속과정  핫셀의 설률을 최소화할 것, seismic event 하에서 속용

기의 도, 이탈방지  구조건 성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BSC에서 출간

한 “Nuclear Safety Design Bases for License Application“에 의하면 핫셀 속시스

템은 SC 카테고리의 ITS(important to safety)로 분류되어 체계 인 안 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항목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핀란드 Posiva의 Canister Docking station

수직형 속시스템의 다른 로 핀란드 Posiva에서 설계한 spent fuel 

canister docking station의 설계에 하여 조사를 수행하 다. 상기 시스템은 처리

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 canister에 담기 한 시스템으로서 fuel encapsulation plant

의 장치  하나이다. 상기 속시스템은 캐니스터 속, 캐니스터 내 마개제거, 캐

니스터 분 기 환, 캐니스터에 사용후핵연료 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속  

과정  air-tightness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Fig. 3.5.1-3 Canister Docking 

station (POSIVA)

      
Fig. 3.5.1-4 Canister 

atmosphere conversion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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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형 속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이상과 같이 해외의 수직형 속시스템의 설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직형 속시스템이 가져야할 일반 인 설계요건을 도출하 다. 

○ 속 상이 되는 용기가 핫셀 속구에 충분히 air-tight 방식으로 속할 

수 있어야 하며 속 해제 시에도 핫셀 내부 공기(혹은 불활성가스)의 유출

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 속시스템은 한 공차를 가지고 설계되어서 고 량의 운반용기 등이 

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용기가 속구에 끼이는 상이 발생

하면 안 된다.  한 속 과정  seal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속 , 후, 그리고 속 에 비방사능구역의 작업자가 방사능 피폭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완 한 차폐 경계를 형성해야 한다. 

○ 속을 하여 운반용기의 뚜껑을 제거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특

히 이 과정  핵종 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속  후 핵물질의 비산, 유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방사능구역에 반입이 

되었다 반출되는 장비는 제염성을 고려하여 재질  형상을 결정해야 한다.  

○유지보수는 최 한 간편하여야 하며 잦은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구동

부, 모터 등은 핫셀 바깥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핫셀 속구의 은 항상 air-tight 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에 (-)내압

이 작용하여 설이 발생하더라도 공기가 핫셀 외부에서 내부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Seismic event, off-normal accident 상황에서도 핫셀 내 핵물질의 유출, 운

반용기의 도,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 

설계 시 화재사고에 비한 요건도 제시되어야 한다. 

○상기 설계요건들은 속시스템이 갖춰야할 기본 인 기능  요건이며 정량

인 요건은 속 상, 속조건, 운반 상이 명확히 정의가 된 후에 도출될 

수 있다. 

○미국의 AFCF 등 선진핵연료주기시설의 layout을 검토하여 이로 실증시설

의 속요구지   운반 상물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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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5 Block diagram of pyroprocess facility and material flow

운반경로 (요구지 ) 속 상 운반물질 분 기

①
SF 인수시설 →

처리시설
SF 수송 Cask SNF Air

②
처리시설 →

핵종분리시설
Specific 운반용기 SNF 산화물 Air → Ar

③
핵종분리시설 →

Fuel conditioning
Specific 운반용기 U, TRU Ar → Ar

④
핵종분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Specific 운반용기

염폐기물, 폐필터, 

NM, 희토류 폐기물
Ar → Ar  

⑤
폐기물처리시설 →

임시 장시설
캐니스터 운반용기 폐기물 캐니스터 Ar → Air

Table 3.5.1-4 Docking point and transferred materials

상기 표의 운반경로에 반입과 반출을 한 2개의 속시스템이 필요로 한

다. 불활성분 기 셀에서 불활성 분 기 셀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시설 간 용 운

반통로로 이송이 되는 경우에는 공기분 기로의 환이 필요하다. 상기 표는 모든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transfer lock과 같은 장비가 활용되는 것을 배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각 속시스템으로 이송되는 운반 상 물질의 운반특성은 이로공정 물질

수지  운반 strategy에 따라서 결정되며 핵종분리시설에서 반출되는 운반물의 경

우 1차 포장용기의 제원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원  속구의 제원 등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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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격완충재질의 산모델링 기법 개발

Foam재, 허니콤(Honeycomb), 나무 등 충격완충재질의 모델링에 많이 사용

되는 재료모델  구성방정식을 조사한 결과 crushable foam plasticity 모델이 가장 

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 다. 

Crushable foam plasticity 모델은 1978년 Krieg*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된 

재료 모델인데 지속 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새로운 version이 개발

되고 있다. 재 ABAQUS/Explicit나 LS-DYNA에 내장되어 있는 version은 이방성

이나 소성변형  체 변화를 모사할 수 없는 모델이다. Desphande와 Fleck (2000)

은 등방압축성물질(isoptropic compressible material)에 사용할 수 있는 crushable 

foam 모델을 발표하 으며 Xue and Hutchinson(2004)은 이방압축성물질

(anisotropic compressible material)을 모사할 수 있는 crushable foam 모델을 발표

한 바 있다. 상기 모델들을 산해석에 활용하기 해서는 해석소 트웨어에서 제

공하는 사용자 서 루틴을 활용하여 재료모델을 직  coding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

정이다. (*Krieg RD, "A simple constitutive description for soil and crushable 

foams" SC-DR-72-0883, SNL 1978)

Crushable foam 모델은 재료의 소성변형을 volumetric deformation과 

deviatoric deformation으로 분리하여 모델링하고 yield surface  flow potential을 

Mises equivalent stress와 hydrostatic pressure로 정의한다. 

Flow potential

  



  

Yield surface





    

 




  

Fig 3.5.1-6 Crushable foam plasticity model

Crushable foam 모델을 사용하기 해서는 1축압축항복응력 , 3축압축항

복응력 , 3축인장항복응력 의 입력이 필요하며 상기 인자들의 값은 시험 으로 

구해야 한다. 1축 응력의 경우 UTM 등으로 쉽게 시험이 가능하나 3축 시험의 경우 

별도의 시험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 앙 학교,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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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축 시험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축 시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완충

재료를 모델링하는 기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방법은 구간선형소성모델

(piecewise linear plasticity model)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시험데이터를 최소한의 

가공만으로 바로 산입력에 활용할 수 있고 손쉽게 변형률속도 의존성(strain rate 

dependency)을 모델에 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반면, 변형  체 변화를 

모사할 수 없고 등방성재료에만 활용가능하다는 은 balsa wood나 허니콤 등을 

simulation 하는 경우에는 단 으로 작용한다. 

Impact test를 통하여 변형률속도 의존성을 고려한 구간선형소성모델을 얻

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Impact test를 수행한 후 한 frequency의 low pass 

filter를 용하여 smooth한 공칭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한 후, 이로부터 진응력-변형

률 곡선을 구한다. ② 변형-시간 곡선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데이터 구간에서의 평균 

변형률속도()를 계산한다. ③ Impact 속도; 시편사이즈; impact 질량  하나를 

변경하여 impact test를 추가 수행한 후 상기 ①②의 과정을 반복한다. ④ 얻어진 

(진응력-변형률, 변형률속도) 곡선 들을 Cowper-Symonds 식으로 fitting한 후 다시 

Swift equation으로 fitting한다. 이 과정은 기에 얻어진 (진응력-변형률, 변형률속

도) 곡선이 충분히 smooth하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⑤ 히 구간을 나 고 상기 

구간에서 (진응력-변형률, 변형률속도)를 테이블화 한다.

공칭응력-
변형률

진응력-
변형률

Cowper-
Symonds

구간선형
소성모델

   
 




(Cowper-Symonds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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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선형소성모델 fitting) (구간선형소성모델 데이터 처리 차 )

Fig. 3.5.1-7 Fitting piecewise linear plasitic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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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sa wood의 경우는 재 인허가심사 인 핫셀운반용기 등에도 사용된 

재질로서 목재의 특성 상 물성치를 엄 히 정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미국의 

DOA(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2001년 발간한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에는 Balsa wood의 직교 이방성 물성치를 아래 표와 같이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는 공인된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Impact 시험장비) (Balsa wood 구간선형 소성모델 (시험 후 데이터 가공)

Fig. 3.5.1-8 Impact test equipment and test results

항목 값

Density (kg/m
3
) 151

In plane Young's modulus ,  (MPa) 120

Through thickness Young's modulus  (GPa) 3.9

Poisson's ratio  0.2

Poisson's ratio  0.3

Poisson's ratio  0.02

In plane shear modulus  (MPa) 20

Through plane shear modulus ,  (MPa) 157

In plain initial normal yield strength ,
 (MPa) 2

Through thickness initial normal yield strength  (MPa) 12.7

In plane initial shear yield strength  (MPa) 0.7

Through thickness initial shear yield strength , 
 (MPa) 2

Plastic Poisson's ratio 
 , 

 , 
 0

Critical shear fracture strength  (MPa) 2.1

Table 3.5.1-5 Static test data of Balsa wood (US 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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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질의 impact 시험에는 KAERI가 보유한 개량형 충격완충시험장비를 

사용하 다. 이 시험장비는 질량 조 이 가능한 Impact Apparatus를 고탄력 폴리머

밴드로 가속하여 시편을 impact하여 완충특성을 평가하는 장비로서 고탄력 폴리머

밴드의 인장 정도를 조 하여 impact 속도를 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구간선형소성모델을 Balsa wood에 용하 을 때 이

방성, 압축성은 표 되지 않지만 충격완충성능  에 지 흡수는 비교  정확히 모

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Balsa wood의 orientation에 유의하여 상기 모델

을 용하면 practical한 산 시뮬 이션에 높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557 -

2. 운반용기 속시스템 축소모델 개발

 가. 수직 속시스템 축소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는 분 기 환이 필요 없는 공기분 기의 차폐셀과 비상사능 

구역 간의 속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이 속개념은 3.4.1 의 속시스

템 요구지   ①과 ⑤에 용이 가능하며 다른 요구지 에 용하기 해서는 분

기 환을 한 추가 인 설비 혹은 기계요소가 설계되어야 한다. ①의 경우 

속구의 제원은 PWR 사용후핵연료 다발의 크기를 고려하여 직경 600 mm 내외, ⑤

의 경우 표 화캐니스터의 직경을 고려하여 직경 500 mm 내외가 할 것으로 

단된다.  

재 속시스템과 연계를 가지는 운반용기  시설의 설계가 수행되지 않

은 상황이므로 축소모델은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속시스템이 기본  성능요건

을 만족시키는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설계된 것이다. 가장 보편 인 상황

을 고려하기 하여 속 상이 되는 운반용기는 볼트로 뚜껑이 고정되는 실린더형 

용기로 선정하 다. 

설계된 속시스템은 속구, 핫셀   차폐 plug, 속링, 속 차로 

구성되며 속링에 설치된 inflatable seal을 이용하여 air-tight 한 상태로 속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한 inflatable seal 사이의 공간에 하여 pressure rise test 

기법으로 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 다.

차폐체

운반물 접속링

핫셀벽

접속 Plug

운반용기

운반용기
뚜껑 인양핸들

공기유로
(누설점검)

공기유로
(seal 작동)

차폐체

Inflatable seals

(수직형 속시스템 개요) ( 속링 개념도)

Fig. 3.5.2-1 Conceptual design of vertical hotcell doc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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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속구는 평상시 납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plug로 된다. 이 plug

에는 2  seal이 설치되어 핫셀 내부공간의 기 을 유지하도록 하며, plug 상부에는 

Gantry crane과의 interface가 가능하도록 인양장치가 설치되었다. 

핫셀 속링은 핫셀 벽 아래에 부착시키는 개념과 속 시 용기에 먼  장

착 후 속하는 두 가지 개념이 검토되었다. 핫셀 속구에 속하는 운반용기의 

종류가 한 가지인 경우에는 속구에 설치되는 개념이 유리하나 여러 가지 용기가 

속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이즈의 속링을 용기에 먼  장착한 후 

속하는 분리형의 개념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속링에는 운반물질 이송 시 차폐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차폐체

(납, 성자 차폐체)가 설치되며 의 그림처럼 2개의 inflatable seal이 설치되어 

설을 방지한다. Inflatable seal 사이에는 설 검을 한 공기유로가 제작된다. 

속 시 운반용기의 뚜껑에는 핫셀 내 Gantry 크 인과의 인터페이스가 가

능한 인양 핸들이 장착되며 이 핸들을 이용하여 운반용기 뚜껑이 분리되어 핫셀 내

부로 반입된다. 인양 핸들은 운반용기 뚜껑 상단의 인양고리와 Latch로 결합되며 

핫셀 내부에서 용기 뚜껑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착된다. 

상기 속시스템의 속 차는 다음과 같다. ①운반용기를 속 차에 싣는

다. ② 운반용기 뚜껑의 볼트를 제거하고 인양핸들을 장착한다. ③ 속 차를 핫셀 

속구 아래로 이동한 후 운반용기를 속 position으로 들어올린다. ④ 속링에 장

착된 inflatable seal을 활성화 시킨 후 설여부를 검한다. ⑤핫셀 내 크 인으로 

핫셀 속plug를 들어올린 후 핫셀 내 지정 치에 거치한다. ⑥운반용기 인양핸들을 

크 인에 연결하여 운반용기의 뚜껑을 핫셀 내로 반입한 후 지정 치에 거치한다. 

⑦운반용기 내 내용물을 이송한다. ⑧ 속해제는 역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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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운반용기 재) (②볼트체결해재, 핸들장착) (③ 속구 속)

(⑤ 속 plug 거치) (⑦뚜껑개방, 운반물이송)

Fig. 3.5.2-2 Hotcell docking procedure  

 나. 수직 속시스템 축소모델 제작  시험

    (1) 수직 속시스템 축소모델 상세설계  제작

본 연구에서는 공학규모 PYRO 시설의 단 시설 간 물질운반을 한 수직

형 속시스템의 축소모델의 상세설계  제작이 이루어졌다. 가 에 제시된 설계

요건  개념설계에 기반하여 1)운반용기 재, 이송  속을 한 속 차 2)팽

창 실(Inflatable seal)을 이용하여 완 한   설검사를 가능하도록 한 속구 

3) 기타 속시스템의 성능검사를 한 취 장치(축소형 크 인 등)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제작하여 속성능을 실제로 시험평가 하 다. 다음 그림은 상세설

계된 속시스템의 3차원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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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속시스템 축소모델) ( 속 차 하부) (운반용기 재부)

Fig.3.5.2-3 3D drawing of vertical docking system scale model  

속 차는 재공간에서 크 인을 이용하여 운반용기 재 후 일 를 동으로 

이동하며 운반용기를 6 에서 지지함으로써 외부 충격  seismic event 등에도 용

기가 탈락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일에 설치된 stopper로 속구와 정렬이 

이루어지며 공압을 사용하여 운반용기를 수직 이송하여 속하도록 설계되었다. 

속구에는 팽창 실과 감압법(pressure drop test)으로 설검사를 수행하기 한 유로

가 설치되었고 설검사 압력은 0.5 atm으로 설정되었으며 핫셀 외부에서 설검사

가 이루어지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핫셀도어와 용기의 뚜껑

이 동시에 개폐되는 속개념이 제시되었다.

아래 그림은 실제로 제작된 속시스템  이의 운 차 사진들이다. 

(수직 속시스템) ( 속 차  작동사진)

Fig. 3.5.2-4 Scale model of vertical docking system and its dock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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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직 속시스템 축소모델 성능시험

개발된 수직 속시스템에 있어서 요한 성능척도는 다음과 같다. 

○ 속 시 핫셀  운반용기 간의 이 유지되어야 한다. (핫셀  운반용

기 내 방사성물질의 확산 방지)

○ 핫셀 속구와 용기의 정렬기능 ( 속 시 용기의 끼임 상 방지  내용

물 이송  충격방지)

○ 속 차의 타당성  용이성

상기의 성능척도에 한 정량  척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성능

평가의 척도로는 0.5 atm의 압력을 이용한 감압시험을 수행하 을 때 1분간 압력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핫셀 속구와 용기의 정렬기능 평가는 용기와 핫셀 속구간 

상  정렬각이 ±0.5° 오차범  안에 있어야 한다는 기 이 제시되었고 속 차의 

타당성  용이성은 10회 반복 속 시 성공률 90%로 기 을 선정하 다.  실제 개

발된 수직 속시스템으로 시험을 수행한 결과 상기 기 을 모두 만족하 다. 다만, 

보다 향상된 성능을 해서는 핫셀 도어를 열기 한 크 인과 내용물 이송을 한 

크 인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핫셀 내부 크 인에도 핫셀

도어와의 정렬을 한 메카니즘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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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의 설계요건 분석  열 달 

모사/특성평가 

1. 회수물/Waste Form 설계요건 분석

 가. 회수물/Waste Form 통합 장 리방안 분석 

     이로 공정발생 폐기물의 안 장  처분을 한 여러가지 형태의 waste 

form 옵션을 제시하고, 폐기물 loading에 따른 waste form 발생량을 추정하 다. 

마지막으로는 waste form의 단 체 당 붕괴열과 방사능세기의 분석을 통해 폐기

물 통합 장 리 략에 한 기본방향을 제시하 다. 

  지 까지 이로 flow-sheet의 폐기물 stream을 기 으로 waste form 발생량, 그

리고 붕괴열  방사능 세기 등의 특성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Waste form은 

장  처분 안 성 이외 선진핵연료주기의 기술성  경제성에 지 한 향을 미

친다. 특히 waste form 형태는 방사능 물질 격리성능, 제조 용이성  처리공정의 

단순성, 포장  장 용이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Waste 

form의 형태는 운반, 포장  장 에서 한 계가 있고, 아울러 통합 

waste form 리 략 방안의 수립에 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waste form를 통합하는 

방안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PUREX 재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고화체는 

borosilicate glass와 compacted metal waste form이 유일하고, 이는 60여년의 운

과정을 통해 안 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UREX+1A를 비롯한 이로 

기반 선진핵연료주기기술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waste stream의 고정화 방안에 해

서는 여러 옵션에 한 연구를 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 AFCI 로그램에서 제시한 UREX+1a  이로 공정발생 폐기물 고정화 

옵션 등을 기 으로 PYRO flow-sheet 발생 waste form의 발생량과 특성을 상기에

서 분석  평가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폐기물의 통합화 방안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먼  waste form의 최종 폐기물 분류기 과 waste form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  가능한 3 종류의 방안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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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bined Waste Form Option 1

      Combined waste form option 1은 Table 3.6.1-1과 같이 Tc(Ru, Rh, Te, Mo, 

C) 산화물, 그리고 RE2O3를 통합하여 glass waste form으로 제조방안이다. 

Combined glass waste form은 특히 Mo, Ru  Rh 등의 용융유리에 한 용해도 

제한요건을 고려하여 waste loading 율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폐기물 혼합, 그리고 waste loading 율을 결정한 다음, 

combined waste form 발생량, 방사능세기  붕괴열 등의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Waste 
stream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Iodine HTO

Tc Cs

LiCl RE2O3 Cl2 LiCl-KCl

Ru Rb

Rh Cd

Te

Mo

C

Option 1 Option 2 Option3

Waste 
stream

 Combined 
waste form

Waste stream Combined waste form Waste stream Combined
waste form

① Grout ① Grout ① Grout

② Grout ② Grout ② Grout

③+⑥ Glass ③+⑥+④ Glass ③+⑥+④ Glass

④ Glass ⑤ Glass-bonded ceramic ⑤+⑦+⑧
Glass-bonded 

ceramic

⑤ Glass-bonded 
ceramic

⑦+⑧ Glass-bonded ceramic

⑦ Glass-bonded 
ceramic

⑧ 
Glass-bonded 

ceramic

Table 3.6.1-1 Combined waste form option

     (가)  Iodine과 HTO Grout Waste Form

           Combined waste form option 1에서 iodine과 HTO waste form은 붕괴

장  처분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화 개념보다는 개별 으로 리하는 방안

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재 운  인 PUREX 재처리시설은 물론 GNEP에서

도 iodine과 HTO 폐기물을 grout 고정화를 최 개념으로 고려하고 있다. I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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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t matrix는 상기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붕괴 장기간과 무 하게 최종 으

로 GTCC 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반면 HTO는 190년 붕괴 장 

이후 LLW class C로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으로 Iodine과 HTO 

폐기물은 grout 고정화 옵션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들 waste form은 개별 으로 

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 Iodine grout waste form

     - 붕괴 장 기간 : 0 년

     - Waste form 특성

       ․ 기 방사능 세기 : 7.51E-01 ～ 3.09E+01 Ci/canister

       ․ 기 붕괴열 : 3.51E-04 ～ 1.44E-02 W/canister

     - Disposal option : GTCC

  ○ HTO grout waste form

     - 붕괴 장 기간 : 190 년

     - Waste form 특성

       ․ 기 방사능 세기 : 1.83E+01 ～ 2.61E+01 Ci/canister

       ․ 기 붕괴열 : 6.24E-04 ～ 8.85E-04 W/canister

     - Disposal option : LLW class C

     (나) Combined Glass Waste Form

         ① Combined glass waste form 발생량 평가

            HT voloxidation공정에서 휘발된 Tc(Ru, Rh, Mo, Te)를 비롯한 C-14의 

폐기물은 CaO와 반응에 의해 선택  제거된다. CaCO3를 비롯한 Ca-M(Tc, Ru, Rh, 

Mo, Te)-O 등으로 구성된 폐기물은 산화-침 공정에서 회수된 RE2O3 폐기물과 혼

합한 다음, glass waste form으로 제조된다. Tc(Ru, Rh, Mo, Te)과 RE2O3 glass 

waste form의 waste loading 율은 각각 20 ～ 30 %와 30 ～ 60 %를 용하 다. 

Tc(Ru, Rh, Mo, Te)과 RE2O3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waste loading 율은 일

부 이원소 용해도를 고려하여 30 ～ 40 %를 용하 다. 미국 GNEP 보고서에서

도 LNFP+TMFP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waste loading 율을 40 % 용한 

바 있다. 이를 기 으로 평가한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발생량은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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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에 기술한 바와 같이 85.7 ～ 133 ℓ이다. Tc(Ru, Rh, Mo, Te)과 RE2O3의 개

별 glass waste form 발생량은 각각 63.4 ～ 127 ℓ와 6.53 ～ 17.4 ℓ이고, 이들 

waste form의 합계는 69.93 ～ 144.4 ℓ이다. 결론 으로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발생량은 개별 glass waste form의 발생량과 거의 등하나, waste form의 

제조공정의 단순성과 waste form의 통합 리 차원에서 큰 장 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 Basis : 95,303 g(calcia waste) + 15,662 g(RE2O3) = 119,965 g = 119.965 kg

  ○ Waste loading 율 : 30 ～ 40 %

  ○ Waste loading 율이 30 % 인 경우

    - Loading 율이 30 %인 경우

    

119.965  = 0.3, (119.965 - 35.99)  = x = 83.98 = 279.92 kgx + 119.965 0.3 0.3

      waste form 무게 : 119.965 + 279.92 kg = 399.89 kg

    - Loading 율이 40 %인 경우

    

119.965  = 0.4, (119.965 - 47.986)  = x = 71.979 = 179.95 kgx + 119.965 0.4 0.4

      waste form 무게 : 119.965 + 179.95 kg = 299.92 kg

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
3
)

Waste loading
(wt%)

Combined waste form
volme,(m

3
)

Type Lo Hi Lo Hi Lo Hi

Tc(Ru, Rh, Mo, 
Te, CO2) + RE2O3

Glass 3.0 3.5 30 40 8.57E-02 1.33E-01

Table 3.6.1-2 Amount of generated combined glass waste form pyroprocessing of 

PWR SF MTHM

       ②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Tc(Ru, Rh, Mo, Te)과 RE2O3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단 체 당 붕괴열을 Table 3.6.1-3과 Fig. 3.6.1-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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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기 붕괴열은 3.9 ～ 6.06 kW/m
3
로, IAEA에서 제시한 HLW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붕괴 장 140년 이후에는 12.2 ～ 18.9 W/m
3
으로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RE2O3 glass waste의 기 붕괴열이 29.4 ～ 78.4 kW/m3

로 매우 높아 장 리가 기술 으로 불가능한 을 감안하면, combined glass 

waste form 제조방안은 기술 으로 여러 장 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붕괴열 특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 으로 Tc(Ru, Rh, Mo, Te) glass waste form의 많은 발생

량으로 RE2O3의 waste loading 율의 감소에 기인한다. Tc(Ru, Rh, Mo, Te, C)과 

RE2O3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단 체 당 방사능세기를 Table 3.6.1-4와 Fig. 

3.6.1-2에 나타내었다. 기 방사능세기는 772,000 ～ 1,200,000 Ci/m
3
으로, IAEA 제

시한  HLW 범주에 속한다. RE2O3 glass waste form의 방사능세기는 5,800,000 ～ 

15,500,000 Ci/m
3
으로 붕괴열과 마찬가지로 장 리가 기술 으로 어려울 정도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Combined glass waste form은 붕괴 장 140년 까지 

방사능 세기가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Tc-99 방사능세기는 Table 3.6.1-5와 같이 160  ～ 249 Ci/m
3
로, 10CFR61.55

의 LLW class C 분류기 인 8 Ci/m3 보다는 높다. 따라서 combined glass waste 

form은 140년 붕괴 장한 다음, GTCC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이 바람직 할 것으

로 단된다. 

Cooling 
time(yr)

Tc+Ru+Rh+Mo
+Te+C-14 (W)

RE2O3 (W) Total (W)

Combined glass waste 
form

Lo (W/m
3
) Hi (W/m

3
)

0  7.03E+00 5.12E+02 5.19E+02 3.90E+03 6.06E+03

10  2.71E-02 3.82E+02 3.82E+02 2.87E+03 4.46E+03

20  1.17E-02 2.93E+02 2.93E+02 2.20E+03 3.42E+03

30  1.11E-02 2.25E+02 2.25E+02 1.69E+03 2.63E+03

40  1.10E-02 1.75E+02 1.75E+02 1.32E+03 2.04E+03

90  1.10E-02 5.11E+01 5.11E+01 3.84E+02 5.96E+02

140  1.10E-02 1.52E+01 1.52E+01 1.14E+02 1.77E+02

190  1.10E-02 4.71E+00 4.72E+00 3.55E+01 5.51E+01

240  1.10E-02 1.61E+00 1.62E+00 1.22E+01 1.89E+01

290  1.10E-02 6.88E-01 6.99E-01 5.26E+00 8.16E+00

Table 3.6.1-3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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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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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1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r)

Tc+Ru+Rh+Mo
+Te+C (Ci)

RE2O3 (Ci) Total (Ci)

Combined glass waste 
form

Lo (Ci/m3) Hi (Ci/m3)

0 1.71E+03 1.01E+05 1.03E+05 7.72E+05 1.20E+06

10  3.42E+01 6.90E+04 6.90E+04 5.19E+05 8.06E+05

20  2.32E+01 5.26E+04 5.26E+04 3.96E+05 6.14E+05

30  2.25E+01 4.08E+04 4.08E+04 3.07E+05 4.76E+05

40  2.24E+01 3.18E+04 3.18E+04 2.39E+05 3.71E+05

90  2.24E+01 9.33E+03 9.35E+03 7.03E+04 1.09E+05

140  2.24E+01 2.83E+03 2.85E+03 2.14E+04 3.33E+04

190  2.24E+01 8.94E+02 9.16E+02 6.89E+03 1.07E+04

240  2.24E+01 3.10E+02 3.32E+02 2.50E+03 3.88E+03

290  2.24E+01 1.25E+02 1.47E+02 1.11E+03 1.72E+03

Table 3.6.1-4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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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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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2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r)

Tc-99 (Ci)
Combined glass waste form

Lo (Ci/m
3
) Hi (Ci/m

3
)

0 2.13E+01 1.60E+02 2.49E+02

10 2.13E+01 1.60E+02 2.49E+02

20 2.13E+01 1.60E+02 2.49E+02

30 2.13E+01 1.60E+02 2.49E+02

40 2.13E+01 1.60E+02 2.49E+02

90 2.13E+01 1.60E+02 2.49E+02

140 2.13E+01 1.60E+02 2.49E+02

190 2.13E+01 1.60E+02 2.49E+02

240 2.13E+01 1.60E+02 2.49E+02

290 2.13E+01 1.60E+02 2.49E+02

Table 3.6.1-5 Changes of radioactivity of Tc-99 in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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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발생원은 LiCl, LiCl-KCl  Cl2 등의 

폐기물이다. 이들 폐기물은 장  처분방안이 크게 다르게 때문에 combined 

waste form option 1에서는 개별 으로 리한다. 이들 waste form의 발생량과 특

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 붕괴 장 기간 : 90 년

     - Waste form 특성

       ․ 기 방사능세기 : 7.64E+02 ～ 1.87E+03 Ci/canister

       ․ 기 붕괴열 : 2.18E+00 ～ 5.34E+00 W/canister

     - Disposal option : LLW class C

  ○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 붕괴 장 기간 : 0 ～ 40 년

     - Waste form 특성

       ․ 기 방사능세기 : 4.64E+01 ～ 1.13E+02 Ci/canister(붕괴 장 0년)

       ․ 기 붕괴열 : 2.36E-01 ～ 5.73E-01 W/canister(붕괴 장 0년)

     - Disposal option : LLW class C

  ○ Cl2의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 붕괴 장 기간 : 0 년

     - Disposal option : LLW clas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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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mbined Waste Form Option 2

      Combined waste form option 2는 1과 비교하여 Cs(Rb, Cd), Tc(Ru, Rh, 

Mo, Te)과 RE2O3의 waste를 통합하여 glass waste form으로 제조, 그리고 LiCl-KCl

과 FeCl3의 폐기물을 통합하여 glass-bonded ceramic 제조하는 방안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 다른 waste form은 동일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Combined Glass Waste Form

       ① Combined glass waste form 발생량 평가

  Combined waste form option 2는 option 1의 glass waste form에 Cs(Rb, Cd) 폐

기물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Table 3.6.1-6에는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발

생량을 나타내었다. 

  ○ Basis : 95,303 g(calcia waste) + 15,662 g(RE2O3) + 59,518 g(fly ash waste) = 

170,483 g

  ○ Waste loading 율 : 30 ～ 40 %

    - Loading 율이 30 %인 경우

     

170.483  = 0.3, (170.483 - 51.145)  = x = 119.34 = 397.8 kgx + 170.483 0.3 0.3

     Waste form 무게 : 170.483 + 397.8 kg = 568.28 kg

    - Loading 율이 40 %인 경우

    

170.483  = 0.4, (170.483 - 68.193)  = x = 102.29 = 255.73 kgx + 170.483 0.4 0.4

     Waste form 무게 : 170.483 + 255.73 kg = 426.21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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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Combined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Tc(Ru, Rh, Mo, 
Te, CO2) + Cs(Rb, 

Cd) + RE2O3

Glass 3.0 3.5 30 40 1.22E-01 1.89E-01

Table 3.6.1-6 Amount of generated combined glass waste for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②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Tc(Ru, Rh, Mo, Te), Cd(Rb, Cd)과 RE2O3 폐기물의 고화체인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단 체 당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를 Table 3.6.1-7, Table 3.6.1-8

과 Fig. 3.6.1-3, Fig. 3.6.1-4에 나타내었다. 기 붕괴열은 4.1 ～ 6.34 kW/m3로, 

IAEA에서 제시한 HLW 범주에 속한다. 붕괴 장 140년 이후에는 112 ～ 173 

W/m3으로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combined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의 기 붕괴열은 615 ～ 9515 W에 불과하다. 기 방사능세기

도 1,320,000 ～ 2,040,000 Ci/m3으로, IAEA에서 제시한  HLW 범주에 속한다. 

한 붕괴 장 140년 까지 방사능 세기는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붕괴

장 140년에서의 방사능세기는 43,300 ～ 67,200 Ci/m3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

고 있다. Combined  glass waste form에는 Tc-99와 Cs-137 등의 핵종이 포함된다. 

Combined glass waste form은 10CFR61.55에서 제시한 Tc-99와 Cs-137의 방사능세

기를 기 으로  폐기물이 분류되어야 한다. Table 3.6.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Tc-99의 방사능 세기는 붕괴 장 기간에 무 하게 

113 ～ 175 Ci/m3으로, 10CFR61.55에서 제시한 LLW class C(Tc-99 방사능세기 : < 

8 Ci/m3) 기 보다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Cs-137 방사능 세기도 240년 붕

괴 장에서야 비로소 2860 ～ 4430 Ci/m3으로 10CFR61.55에서 제시한 LLW class 

C 분류기 인 4,600 Ci/m3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 으로 combined 

glass waste form은 140년 붕괴 장한 다음, GTCC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의 도입

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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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r)

Tc+Ru+Rh+
Mo+Te+C(W)

Cd+Rb+C
d (W) RE2O3 (W) Total (W)

Combined waste form

Lo (W/m3) Hi (W/m3)

0  7.03E+00 2.55E+02 5.12E+02 7.74E+02 4.10E+03 6.34E+03

10  2.71E-02 1.23E+02 3.82E+02 5.05E+02 2.67E+03 4.14E+03

20  1.17E-02 9.52E+01 2.93E+02 3.88E+02 2.05E+03 3.18E+03

30  1.11E-02 7.55E+01 2.25E+02 3.01E+02 1.59E+03 2.46E+03

40  1.10E-02 5.99E+01 1.75E+02 2.35E+02 1.24E+03 1.93E+03

90  1.10E-02 1.88E+01 5.11E+01 6.99E+01 3.70E+02 5.73E+02

140  1.10E-02 5.94E+00 1.52E+01 2.12E+01 1.12E+02 1.73E+02

190  1.10E-02 1.87E+00 4.71E+00 6.59E+00 3.49E+01 5.40E+01

240  1.10E-02 5.89E-01 1.61E+00 2.21E+00 1.17E+01 1.81E+01

290  1.10E-02 1.86E-01 6.88E-01 8.85E-01 4.68E+00 7.25E+00

Table 3.6.1-7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r)

Tc+Ru+Rh+
Mo+Te+C(Ci)

Cs+Rb+Cd 
(Ci) RE2O3 (Ci) Total (Ci)

Combined waste form

Lo (Ci/m3) Hi (Ci/m3)

0 1.71E+03 1.46E+05 1.01E+05 2.49E+05 1.32E+06 2.04E+06

10  3.42E+01 1.08E+05 6.90E+04 1.77E+05 9.37E+05 1.45E+06

20  2.32E+01 8.56E+04 5.26E+04 1.38E+05 7.31E+05 1.13E+06

30  2.25E+01 6.78E+04 4.08E+04 1.09E+05 5.75E+05 8.90E+05

40  2.24E+01 5.39E+04 3.18E+04 8.57E+04 4.54E+05 7.03E+05

90  2.24E+01 1.70E+04 9.33E+03 2.64E+04 1.39E+05 2.16E+05

140  2.24E+01 5.34E+03 2.83E+03 8.19E+03 4.33E+04 6.72E+04

190  2.24E+01 1.69E+03 8.94E+02 2.61E+03 1.38E+04 2.14E+04

240  2.24E+01 5.31E+02 3.10E+02 8.63E+02 4.57E+03 7.08E+03

290  2.24E+01 1.68E+02 1.25E+02 3.15E+02 1.67E+03 2.59E+03

Table 3.6.1-8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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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3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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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4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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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r) Tc-99 (Ci)

Combined waste form
Cs-137 (Ci)

Combined waste form

Lo 
(Ci/m3) Hi (Ci/m3) Lo (Ci/m3) Hi (Ci/m3)

0 2.13E+01 1.13E+02 1.75E+02 1.39E+05 7.35E+05 1.14E+06

10 2.13E+01 1.13E+02 1.75E+02 1.10E+05 5.82E+05 9.02E+05

20 2.13E+01 1.13E+02 1.75E+02 8.72E+04 4.61E+05 7.15E+05

30 2.13E+01 1.13E+02 1.75E+02 6.92E+04 3.66E+05 5.67E+05

40 2.13E+01 1.13E+02 1.75E+02 5.50E+04 2.91E+05 4.51E+05

90 2.13E+01 1.13E+02 1.75E+02 1.73E+04 9.15E+04 1.42E+05

140 2.13E+01 1.13E+02 1.75E+02 5.45E+03 2.88E+04 4.47E+04

190 2.13E+01 1.13E+02 1.75E+02 1.72E+03 9.10E+03 1.41E+04

240 2.13E+01 1.13E+02 1.75E+02 5.41E+02 2.86E+03 4.43E+03

290 2.13E+01 1.13E+02 1.75E+02 1.70E+02 8.99E+02 1.39E+03

Table 3.6.1-9 Changes of radioactivity of Tc-99 and Cs-137 in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나)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①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발생량 평가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발생원은 LiCl, LiCl-KCl  Cl2의 

폐기물이다. LiCl와 LiCl-KCl, Cl2의 폐기물은 장  처분방안이 크게 다르게 때문

에 통합화 방안에서는 LiCl-KCl과 Cl2 폐기물을 고려하 다. Table 3.6.1-10은 이들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발생량을 요약 수록하 다. 

  ○ Basis : LiCl-KCl waste salt 250 kg + FeCl3 32.17 kg = 282.17 kg

    - LiCl-KCl waste salt/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4 : 1.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15 %

     ․282.17 kg-LiCl-KCl + 1128.68 kg-zeolite + 423.26 kg-glass frit = 1834.11 kg 

= 1.83E+00 MT

    - LiCl-KCl waste salt/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10 : 3.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7 %

     ․282.17 kg-LiCl-KCl + 2821.7 kg-zeolite + 987.595 kg-glass frit = 4091.465 

kg = 4.09E+00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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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LiCl-KCl, Cl2 〃 〃 〃 〃 〃 7.32E-01 1.78E+00

Table 3.6.1-10 Amount of generated combined glass-boned ceramic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②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붕괴열 평가 

           LiCl-KCl과 Cl2의 combined waste form 단 체 당 붕괴열과 방사능세

기를  Table 3.6.1-11, Table 3.6.1-12와 Fig. 3.6.1-5, Fig. 3.6.1-6에 나타내었다. 기 

붕괴열은 1.44 ～ 3.51 W/m
3
에 불과하다. 포장과 장 에서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기술 으로 하등의 문제 이 없다. 기 방사

능세기도 284 ～ 691 Ci/m
3
으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낸다.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는 LLW class A로 붕괴 장과 무 하게 직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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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r)

Total (W)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Lo (W/m3) Hi (W/m3)

0  2.57E+00 1.44E+00 3.51E+00

10  1.92E+00 1.08E+00 2.62E+00

20  1.47E+00 8.26E-01 2.01E+00

30  1.13E+00 6.35E-01 1.54E+00

40  8.79E-01 4.94E-01 1.20E+00

90  2.56E-01 1.44E-01 3.50E-01

140  7.61E-02 4.28E-02 1.04E-01

190  2.36E-02 1.33E-02 3.22E-02

240  8.10E-03 4.55E-03 1.11E-02

290 3.45E-03 1.94E-03 4.71E-03

Table 3.6.1-11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r) Total (Ci)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Lo (Ci/m
3
) Hi (Ci/m

3
)

0  5.06E+02 2.84E+02 6.91E+02

10  3.46E+02 1.94E+02 4.73E+02

20  2.64E+02 1.48E+02 3.61E+02

30  2.05E+02 1.15E+02 2.80E+02

40  1.60E+02 8.99E+01 2.19E+02

90  4.69E+01 2.63E+01 6.41E+01

140  1.42E+01 7.98E+00 1.94E+01

190  4.49E+00 2.52E+00 6.13E+00

240  1.56E+00 8.76E-01 2.13E+00

290  6.26E-01 3.52E-01 8.55E-01

Table 3.6.1-12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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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5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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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6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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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ombined Waste Form Option 3

     (가)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발생량 평가

  Combined waste form option 3는 option 2와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이외에는 모두 같다. Combined waste form option 2의 LiCl-KCl, Cl2 폐기물이외에 

LiCl를 추가하여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으로 제조하는 방안이

다. 이의 발생량 자료를 Table 3.6.1-13에 나타내었다.  

  ○ Basis : LiCl waste salt 800 kg + LiCl-KCl waste salt 250 kg + FeCl3 32.17 

kg = 1082.17 kg

  ○ LiCl-KCl waste salt/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4 : 1.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15 %

     ․1082.17 kg-Salt + 4328.68 kg-zeolite + 1623.255 kg-glass frit = 7034.105 kg 

= 7.03E+00 MT

  ○ LiCl-KCl waste salt/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10 : 3.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7 %

     ․1082.17 kg-salt + 10821.7 kg-zeolite + 3787.595 kg-glass frit = 15691.465 

kg = 1.57E+01 MT

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
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LiCl, LiCl-KCl, 
and Cl2

Glass-bonded
ceramic

2.3 2.5 7 15 2.81E+00 6.83E+00

 Table 3.6.1-13 Amount of generated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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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LiCl, LiCl-KCl, Cl2폐기물의 고화체인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Table 3.6.1-14, Table 3.6.1-15와 Fig. 3.6.1-7, Fig. 

3.6.1-8에 나타내었다. 기 붕괴열은 약 92.3 ～ 224 W/m3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

이고 있다. 붕괴 장 140년 이후에는 3.5 ～ 8.5 W/m3으로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 방사능세기도 33,500 ～ 81,300 Ci/m3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

고 있다.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폐기물 분류기 의 평가 상

에 포함된 핵종은 Cs-137과 Sr-90이다. 10CFR61.55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Cs-137과 

Sr-90의 방사능세기가 각각 7,000과 4,600 Ci/m3인 경우 LLW class C로 분류가 가

능하다. Table 3.6.1-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기 Cs-137과 Sr-90의 방사능세기는 각각 407 ～ 989 Ci/m3과 13,700 ～ 

33,400 Ci/m3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Cs-137는 10CFR61.55에서 제시한 4,600 Ci/m3 

보다 히 낮은 반면에 Sr-90는 7,000 Ci/m3 보다 훨씬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10CFR61.55의 LLW class C 

기 을 만족하기 해서는 붕괴 장 90년이 요구된다. 따라서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는 붕괴 장 90년 이후, LLW class C로 처분하는 

략의 도입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Cooling

time (yr)
Total (W)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Lo(W/m3) Hi(W/m3)

0  6.31E+02 9.23E+01 2.24E+02

10  4.98E+02 7.29E+01 1.77E+02

20  3.94E+02 5.78E+01 1.40E+02

30  3.12E+02 4.57E+01 1.11E+02

40  2.47E+02 3.61E+01 8.79E+01

90  7.68E+01 1.12E+01 2.73E+01

140  2.39E+01 3.50E+00 8.50E+00

190  7.46E+00 1.09E+00 2.66E+00

240  2.35E+00 3.44E-01 8.36E-01

290 7.45E-01 1.09E-01 2.65E-01

 Table 3.6.1-14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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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yr) Total(Ci)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Lo(Ci/m
3
) Hi(Ci/m

3
)

0  2.29E+05 3.35E+04 8.13E+04

10  1.80E+05 2.64E+04 6.42E+04

20  1.42E+05 2.08E+04 5.06E+04

30  1.12E+05 1.64E+04 3.99E+04

40  8.83E+04 1.29E+04 3.14E+04

90  2.68E+04 3.93E+03 9.55E+03

140  8.26E+03 1.21E+03 2.94E+03

190  2.53E+03 3.71E+02 9.02E+02

240  7.80E+02 1.14E+02 2.77E+02

290  2.40E+02 `3.51E+01 8.53E+01

 Table 3.6.1-15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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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7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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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8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yr)

Cs-137(Ci) Sr-90(Ci)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Cs-137(Ci/m3) Sr-90(Ci/m3)

Lo Hi Lo Hi

0  2.78E+03 9.39E+04 4.07E+02 9.89E+02 1.37E+04 3.34E+04

10  2.20E+03 7.34E+04 3.22E+02 7.83E+02 1.07E+04 2.61E+04

20  1.74E+03 5.74E+04 2.55E+02 6.19E+02 8.40E+03 2.04E+04

30  1.38E+03 4.48E+04 2.02E+02 4.91E+02 6.56E+03 1.59E+04

40  1.10E+03 3.51E+04 1.61E+02 3.91E+02 5.14E+03 1.25E+04

90  3.46E+02 1.02E+04 5.07E+01 1.23E+02 1.49E+03 3.63E+03

140  1.09E+02 2.99E+03 1.60E+01 3.88E+01 4.38E+02 1.06E+03

190  3.44E+01 8.72E+02 5.04E+00 1.22E+01 1.28E+02 3.10E+02

240  1.08E+01 2.55E+02 1.58E+00 3.84E+00 3.73E+01 9.07E+01

290  3.40E+00 7.43E+01 4.98E-01 1.21E+00 1.09E+01 2.64E+01

Table 3.6.1-16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s-137 and Sr-90 in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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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aste Form Management Option의 비교평가

       PYRO flow sheet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12 종류, 그리고 waste form 형태

는 metal, grout, glass  glass-bonded ceramic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Table 

3.6.1-17은 옵션별 combined waste form 형태, 그리고 combined waste form 발생

량,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 등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waste form 리옵션

은 우선 waste form 종류  발생량, 제조성과 장 리성 등에 을 두고 평가

하 다.

     (가) Waste Form 종류  발생량

         Table 3.6.1-17에는 combined waste form의 발생량, 그리고 붕괴열과 방사

능세기를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각 옵션별 GTCC  LLW 처분 상 waste 

form의 량을 Table 3.6.1-18에 나타내었다. 옵션 1은 GTCC 폐기물 발생량이 옵션 

2, 3 보다 은 반면에 LLW class C의 발생량이 약간 많다. 이는 LLW class C로 

처분이 가능한 fly ash 폐기물이 calcia  RE2O3 폐기물과 통합되고, 최종 으로 

GTCC로 처분하는 방안에 의한 것이다. 각 옵션의 GTCC 발생량 차이(PWR SF 1 

MTHM 처리기 )는 약 36.2 ～ 56 ℓ로, 경제성과 기술성에 커다란 향을  정도

의 차이는 아니다. 발생량 보다는 장 리 상의 waste form 종류, 그리고 

장 리 기간이 더욱 요성하다. GTCC 처분 상 waste form은 옵션 1이 약 87.8 

～ 142 ℓ, 그리고 옵션 2와 3이 124 ～ 198 ℓ가 발생된다. 그리고 LLW 처분 상  

waste form은 옵션 1이 2.85 ～ 6.87 m3, 옵션 2와 3은 2.81 ～ 6.83 m3 정도 발생

한다. GTCC 혹은 LLW 처분 상 waste form의 발생량만을 고려하여 이들 옵션의 

기술  우열을 평가는 매우 어렵고, 이의 발생량은 거의 등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장 리 상의 waste form의 종류는 옵션 1이 7개, 그리고 옵션 2와 3이 각각 

5 개와 4개이다. 장 상 waste form 종류의 단순화는 waste form 제조시설과 

장시설의 요건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나) Waste Form의 장 리

         Waste form은 붕괴 장을 통해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를 가능한 낮춘 다

음, 처분하는 략의 도입은 처분 도와 처분안 성 향상 등에 여러 장 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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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17 Comparison of decay heat and radioactivity of waste form with 

options

Waste form

classification

Option 1 Option 2 Option 3

Lo Hi Lo Hi Lo Hi

GTCC 8.78E-02 1.42E-01 1.24E-01 1.98E-01 1.24E-01 1.98E-01

LLW

(Class A&C)
2.85E+00 6.87E+00 2.82E+00 6.81E+00 2.81E+00 6.83E+00

Table 3.6.1-18 Comparison of GTCC and LLW volume with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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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 장시설의 인허가 기간은 40 ～ 60년으로, waste form의 100년 이상 

장기 장 리가 기술 으로 가능할지 여부이다. 2008년도 발간 NRC white paper

에서는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장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을 10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을 고

려하여 100 년 이상 붕괴 장 방안이 요구되는 waste form은 waste loading 율의 

감소에 의한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를 낮추어 붕괴 장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

안이 도입이 필요하다. . 

  옵션 1은 100년 이상의 붕괴 장이 요구되는 waste form은 HTO, Cs(Rb, Cd),  

Tc(Ru, Rh, Mo, Tc, C-14)와 RE2O3의 combined glass waste form이다. 이들 waste 

form은 발생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waste loading 율의 감소에 의한 부피증가가 그

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옵션 2와 3은 체로 140년 이내의 붕괴 장을 통해 GTCC 

혹은 LLW class C로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240년 이상의 장기 

붕괴 장이 요구되는 Cs(Rb, Cd) waste form을 Tc(Ru, Rh, Mo, Tc, C-14), RE2O3 

폐기물과 통합을 통해, 비록 LLW class C가 아닌 GTCC 폐기물로 처분이 되지만 

붕괴 장을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 을 제공한다. 특히 Cs(Rb, Cd) glass 

waste form은 발생량이 PWR SF 1 MTHM 처리기 으로 약 85.7 ～ 133 ℓ으로 매

우 기 때문에 통합화하는 방안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옵션 3은  

LiCl, LiCl-KCl과 Cl2의 waste form을 통합화한 것으로, 옵션 2와 비교하여 약 PWR 

SF 1 MTHM 처리기 으로 708 ～ 1,720 ℓ의 waste form을 추가로 90년 동안 붕

괴 장을 해야 한다는 이다. 따라서 장비용을 고려할 때 glass-bonded ceramic

는 모두 통합하는 방안보다는 LiCl-KCl과 Cl2 waste form만을 통합하는 방안이 바

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option 2가 waste form 장 리 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HTO waste form은 GTCC 이하로 처분이 불가능한 을 고려하여 붕괴 장기간

을 90년으로 단축하고 GTCC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

다. 10CFR61.55에서 규정된 H-3의 방사능 세기기 은 오직 LLW Class A(<40 

Ci/m3)에 해서만 제시되어 있다. LLW class C에 한 H-3의 방사능 세기를 400 

Ci/m
3
으로 가정한다면 붕괴 장 90년에서 이의 기 을 만족하기 해서는 HTO 

waste form의 부피는 약 8.93E-03 m
3
이 되어야 한다. 이를 기 으로 다시 waste 

loading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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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sis : 0.00893 m
3
, 도 : 2.1 ～ 2.5 MT/m

3
, HTO : 53.8 g

  ○ Waste form의 무게

    

0.00893 m3 2.1 MT  = 18,750 gm3

    

0.00893 m3 2.5 MT  = 22,325 gm3

  ○ Waste loading 율

   

53.8 g  = 0.0029 = 0.29 %18,750 g

   

53.8 g  = 0.0024 = 0.24 %22,325 g

  이와 같은 가정조건하에서의 냉각기간에 따른 HTO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

능 세기의 변화는 Table 3.6.1-19와 Fig. 3.6.1-9와 같다. Fig. 3.61-9와 같이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냉각기간 90년까지 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 붕괴

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2.68 W/m
3
과 79,400 Ci/m

3
으로 비교  낮은 값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리고 붕괴 장 90년 이후, HTO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0.0135 W/m
3
과 400 Ci/m

3
으로 LLW class C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Cooling 
time(year)

HTO decay heat 
(W)

HTO waste form
(W/m3)

HTO activity
(Ci)

HTO waste form
(Ci/m3)

0 2.39E-02 2.68E+00 7.09E+02 7.94E+04

10 1.36E-02 1.52E+00 4.04E+02 4.52E+04

20 7.77E-03 8.70E-01 2.30E+02 2.58E+04

30 4.43E-03 4.96E-01 1.31E+02 1.47E+04

40 2.00E-03 2.24E-01 5.94E+01 6.65E+03

90 1.21E-04 1.35E-02 3.57E+00 4.00E+02

140 7.25E-06 8.12E-04 2.15E-01 2.41E+01

190 4.36E-07 4.88E-05 1.29E-02 1.44E+00

240 2.62E-08 2.93E-06 7.77E-04 8.70E-02

290 1.58E-09 1.77E-07 4.67E-05 5.23E-03

Table 3.6.1-19 Changes of decay heat and radioactivity of HTO grout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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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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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9 Changes of decay heat and radioactivity of HTO grout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그리고 Cs(Rb, Cd), Tc(Ru, Rh, Te, Mo, C-14)와 RE2O3의 combined waste form

은 10CFR61.55 규정 Tc-99(<3 Ci/m3)과 Cs-137(<4,600 Ci/m3, 240년 붕괴 장이후 

가능)의 방사능세기가 LLW class C 기 값 보다 높기 때문에 LLW Class C로의 처

분하는 략은 실  불가능하다. combined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의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140년 붕괴 장으로 결정하 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combined waste form 140년 붕괴 장 기간을 붕괴 장 90년으로 단축하기 해

서 다음과 같이 waste loading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Basis : 0.528 m
3
, 도 : 3.0 ～ 3.5 MT/m

3
, 총 폐기물 량 : 170,483 g

  ○ Waste form의 무게

    

0.528 m3 3.0 MT  = 1,584 kgm3

    

0.528 m3 3.5 MT  = 1,848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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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te loading 율

   

170.483 kg  = 0.108 = 10.8 %1,584 kg

   

170.483 kg  = 0.0922 = 9.2 %1,848 kg

  이와 같은 waste loading율 재조정 조건하에서 Cs(Rb, Cd), Tc(Ru, Rh, Te, Mo, 

C-14)와 RE2O3의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세기의 변화는 Table 

3.6.1-20, Table 3.6.1-21과 Fig. 3.6.1-10, Fig. 3.6.1-11에 나타내었다. 기 붕괴열은 

1.47 kW/m
3
으로 IAEA 기  HLW 범주에 속한다. 90년 붕괴 장이후에서의 붕괴

열은 132 W/m
3
으로 기 비 약 10배 쯤 감소한다. 기 방사능세기도 붕괴열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 방사능세기는 472,000 Ci/m
3
으로 상당히 높

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붕괴 장 90년에서의 방사능 세기는 50,000 Ci/m
3

으로 기 비 히 감소한다. Combined waste form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오직 GTCC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이 기술 으로 가능하다. 

 

Cooling 
time (yr)

Tc+Ru+Rh+M
o+Te+C (W)

Cd+Rb+Cd 
(W) RE2O3 (W) Total (W) Combined waste 

form (W/m
3
)

0  7.03E+00 2.55E+02 5.12E+02 7.74E+02 1.47E+03

10  2.71E-02 1.23E+02 3.82E+02 5.05E+02 9.56E+02

20  1.17E-02 9.52E+01 2.93E+02 3.88E+02 7.35E+02

30  1.11E-02 7.55E+01 2.25E+02 3.01E+02 5.70E+02

40  1.10E-02 5.99E+01 1.75E+02 2.35E+02 4.45E+02

90  1.10E-02 1.88E+01 5.11E+01 6.99E+01 1.32E+02

140  1.10E-02 5.94E+00 1.52E+01 2.12E+01 4.02E+01

190  1.10E-02 1.87E+00 4.71E+00 6.59E+00 1.25E+01

240  1.10E-02 5.89E-01 1.61E+00 2.21E+00 4.19E+00

290  1.10E-02 1.86E-01 6.88E-01 8.85E-01 1.68E+00

Table 3.6.1-20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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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r)

Tc+Ru+Rh+Mo+

Te+C(Ci)
Cs+Rb+Cd 

(Ci) RE2O3 (Ci) Total (Ci)
Combined glass 

waste form 
(Ci/m

3
)

0 1.71E+03 1.46E+05 1.01E+05 2.49E+05 4.72E+05

10  3.42E+01 1.08E+05 6.90E+04 1.77E+05 3.35E+05

20  2.32E+01 8.56E+04 5.26E+04 1.38E+05 2.61E+05

30  2.25E+01 6.78E+04 4.08E+04 1.09E+05 2.06E+05

40  2.24E+01 5.39E+04 3.18E+04 8.57E+04 1.62E+05

90  2.24E+01 1.70E+04 9.33E+03 2.64E+04 5.00E+04

140  2.24E+01 5.34E+03 2.83E+03 8.19E+03 1.55E+04

190  2.24E+01 1.69E+03 8.94E+02 2.61E+03 4.94E+03

240  2.24E+01 5.31E+02 3.10E+02 8.63E+02 1.63E+03

290  2.24E+01 1.68E+02 1.25E+02 3.15E+02 5.97E+02

Table 3.6.1-21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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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10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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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11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5) 최  Waste Form Management Strategy

       PYRO flow sheet에서 발생되는 waste form의 최  리방안은 Table 

3.6.1-2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붕괴 장 이후 처분되는 GTCC 폐기물은 0.53 m
3
, 

LLW는 4.82 m
3
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Iodine grout waste form은 붕괴 장기간에 

무 하게 10CFR61.55에서 제시한 I-129의 방사능 세기 0.08 Ci/m3 이하의 기 요건 

만족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 으로 GTCC 폐기물로 처분하는 방안이 가장 실 이

다. 일반 으로 iodine 흡착 Ag-Z와 grout 등을 일차용기에서 혼합  양생하고 

canister에 재하는 개념이 요구된다. PWR SF 1 MTHM 처리기  iodine grout 

waste form 발생량은 2.11 ～ 8.67 ℓ,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2.42 ～ 99.5 

W/m
3
과 5.18 ～ 213 Ci/m3를 나타낸다. Iodine grout waste form 재 canister는 

0.015 ～ 0.0598 개가 발생한다. Grout waste form 재 canister 기  붕괴열과 방

사능세기는 각각 0.35 ～ 14.43 W/canister와 0.75 ～ 30.89 Ci/m
3
으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Iodine grout waste form은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가 극히 낮

고, 한 발생량도 매우 기 때문에 분리된 장구역을 확보하기 보다는 LiCl-KCl, 

Cl2의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과 공동 리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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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O grout waste form은 iodine과 동일한 waste form이지만, 90년 붕괴 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동 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기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waste loading 율이 10 ～ 15%를 용한 경우, HTO grout waste form을 

LLW class C(H-3의 방사능세기 400 Ci/m
3
 이하로 가정함)로 처분요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140년의 붕괴 장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는  물론 waste form 

장시설의 인허가 기간은 40 ～ 60년으로, 100년 이상의 붕괴 장은 기술 으로 

실 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 성에도 치명 인 향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

라서 HTO grout waste form의 붕괴 장 기간을 90년으로 단축(H-3의 방사능 세기 

400 Ci/m3 이하)하기 해서는 waste loading 율을 0.24 ～ 0.29 %로 낮추어야 한

다. 이와 같은 waste loading 율 조건에서 PWR SF 1 MTHM 처리기  HTO grout 

waste form의 발생량은 8.93 ℓ이다. 기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각각 2.68 W/m
3

과 79,400 Ci/m
3
, 그리고 90년 붕괴 장 이후의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0.0135 W/m
3
과 400 Ci/m

3
을 나타낸다.  HTO grout waste form 재 canister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0.387 W/canister와 11,513 Ci/canister, 그리고 

90년 붕괴 장 이후의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0.002 W/canister와 58 

Ci/canister를 나타낸다. 그리고 ESPF 40년 운 기간동안 HTO grout waste form 

재 canister는 3개 정도가 발생된다. HTO grout waste form은 90년의 붕괴 장, 

그리고 LLW class C로 처분되는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과 공동 

장 리 방안을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Cs(Rb, Cd), Tc(Ru, Rh, Te, Mo, C-14)와 

RE2O3의 combined glass waste form은 상기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LLW class 

C의 처분은 기술 으로 불가능하다. Waste form의 장 리 안 성 확보를 해 

140년의 붕괴 장기간을 90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의 도입이 실하다. 이와 같은 

붕괴 장의 단축을 해서는 waste loading 율을 낮추는 방안이외는 없다. 따라서 

combined waste form은 waste loading 율을 30 ～ 40 %에서 9.2 ～ 10.8 %(붕괴

장 90년에서의 50,000 Ci/m3 가정)로 낮추는 방안을 도입한 경우, PWR SF 1 

MTHM 처리기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발생량은 0.528 m3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1.47 kW/m3와 472,000 Ci/m3, 그

리고 90년 붕괴 장 이후의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132 W/m3과 50,000 

Ci/m3 이다. 이를 combined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 기 으로 환산하면,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213 W/canister와 68,440 Ci/canister, 그리고 90

년 붕괴 장 이후의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19.1 W/canister와 7,250 

Ci/canister 이다. LiCl glass-bonded waste form은 비교  발생량이 많고 한 90

년의 붕괴 장을 통해 LLW class C로 처분하는 방안이 기술 으로 가능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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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LiCl glass-bonded waste form은 통합화 방안의 도입보다는 개별 리하는 방안

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PWR SF 1 MTHM 처리기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약 2.11 ～ 5.09 m
3
이 발생된다.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

는 각각 123 ～ 298 W/m
3
과 44,800 ～ 108,000 Ci/m

3
, 그리고 90년 붕괴 장 이후

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각각 15.0 ～ 36.3 W/m
3
과 5,270 ～ 12,700 Ci/m

3
를 나

타낸다.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 기 의 기 붕괴열과 방

사능 세기는 각각 17.8 ～ 43.2 W/canister와 6,496 ～ 15,660 Ci/canister를 나타낸

다. 그리고 90년 붕괴 장 이후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각각 2.18 ～ 5.26 

W/canister와  764.2 ～ 1841.5 Ci/canister 이다. LiCl-KCl, Cl2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LiCl glass-bonded ceramic 보다 붕괴열과 방

사능세기가 매우 낮고, 붕괴 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최종 으로 LLW 

class A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 리 비용과 폐기

물 화 에서 LiCl 폐기물과  통합화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단지 PWR 

SF 1 MTHM 처리기  LiCl-KCl와 Cl2의 combined waste form 발생량은 약 708 

～ 1720 ℓ,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1.49 ～ 3.63 W/m
3
과 294 ～ 715 

Ci/m
3
으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낸다.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 기 으로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0.22 ～ 0.53 

W/canister와 42.63 ～ 103.68 Ci/canist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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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tream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Iodine HTO Carbon

Tc Cs

LiCl RE2O3 Cl2 LiCl-KCl

Ru Rb

Rh Cd

Te

Mo

Waste stream no. ① ② ③+④+⑤+⑦ ⑥ ⑧+⑨

Waste form type Grout Grout Glass
Glass-bonded 

ceramic
Glass-bonde
d ceramic

Volume(m3)
Lo 2.11E-03

8.93E-03 5.28E-01
2.11E+00 7.08E-01

Hi 8.67E-03 5.09E+00 1.72E+00

Decay time(yr) 0 90 90 90 0

Initial decay 

heat(W/m3)

Lo 2.42E-03
2.68E+00 1.47E+03

1.23E+02 1.49E+00

Hi 9.95E-02 2.98E+02 3.63E+00

Initial radio- 
activity(Ci/m3)

Lo 5.18E+00
7.94E+04 4.72E+05

4.48E+04 2.94E+02

Hi 2.13E+02 1.08E+05 7.15E+02

Final decay 

heat(W/m3)

Lo
1.35E-02 1.32E+02

1.50E+01

Hi 3.63E+01

Final radio- 
activity(Ci/m3)

Lo
4.00E+02 5.00E+04

5.27E+03

Hi 1.27E+04

Disposal option GTCC LLW C GTCC LLW C LLW A

Storage options Storage 1 Storage 2 Storage 3 Storage 2 Storage 1

Table 3.6.1-22 Optimum PYRO waste form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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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Waste Form 장시스템의 설계요건서 작성 

     이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회수물/Waste Form의 장 특성을 평가하고, 

IAEA의 폐기물 장기 인 IAEA S.S.S. No. WS-G-6.1[3.6-1]와 미국 INEEL의 유리

화폐기물 장시설 타당성 분석보고서[3.6-2], IAEA S.S.116[3.6-3]  미국의 

10CFR72[3.6-4] 등을 검토하여 waste form 장시스템의 설계요건서를 작성하 다.

   (1) 회수물/Waste Form의 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가) IAEA S.S.S. No. WS-G-6.1

          IAEA S.S.S. No. WS-G-6.1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장 목 에 따라 소규

모 장시설과 규모 장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소규모 장시설의 목 은 방사성폐기물을 재순환  재활용 등 방출할 수 있는 

규제 해제 수 으로 단반감기 핵종을 붕괴 장, 방사성폐기물을 다른 폐기물 장

시설로 운반하기 에 충분한 양을 수집, 는 처분 에 충분한 양의 방사성폐기

물을 수집하기 하여 소규모로 임시 장하는데 있다. 

  규모 장시설의 목 은 소규모 폐기물의 수집/처리를 한 앙시설, 핵연료

주기시설 폐기물의 처리/ 장, 처분  단계로서 처분하기 에 고  방사성폐기

물의 높은 열발생률 감 는 당한 처분시설이 부족할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장

기간 장능력 확보하는데 있다. 

  IAEA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규모 방사성폐기물 장시설에 한 기술기 을 

Table 3.6.1-23과 Table 3.6.1-24에 요약하 다. IAEA S.S.S. No. WS-G-6.1에서 제시

하는 방사성폐기물 장시설의 설계 시 안 성 측면에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물질은 유동성이 없어야 하고 방사성폐기물/ 장용기는 물리, 화학 으

로 안정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로부터의 붕괴열 제거, 격납 기능(다 방벽 개념 용)을 확보하여

야 하고 방사성폐기물/ 장용기는 손상이나 열화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안 성을 유지하기 한 능동  안 계통, 감시  유지보수 활동, 인간 개입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사건 발생시 응이 가능하도록 방사성폐기물 장건물에 한 근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포장물에 한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는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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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장시설의 수명기간 동안 안 성이 확보되고 방사성폐기물 장

시설은 폐기물의 회수가 가능하고 포장물은 최종 처분에 합하여야 한다.

항 목 기술기

일반사항

상 : 단반감기 핵종의 소규모 장, 낮은 압축을 요하는 단순 폐기물

의 처리, 붕괴 장 

장된 폐기물은  방사성 핵종의 형태, 재고량, 방사능 농도, 반감기, 물

리/화학  특성 기록이 유지 리되어야 한다.

인수시설의 인수규정에 합하고 유해물질이 근하지 못하도록 포장

붕괴 장 기 방사능이 규제해제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장기간 고려

비상 응 시설을 하는 범주에 한 비상 응 조치 고려

폐기물 

포장

폐기물 포장물 재에 한 하  고려

출 가능성이 있는 액체, 기체  분말형태의 분산성폐기물은 감시가 

필요

액체 폐기물 컨테이 는 2차 격납 고려, 출이 발생한 경우 재포장 실

시 

장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

소규모 장시설의  : 보안 캐비닛, 지정된 구역, 방, 작은 건물, 표

화된 운반용기

물리  방호, 험물 장구역과 떨어져야 하고 운반이 합해야 한다.

장시설, 장구역, 장 캐비닛은 해체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폐기물의 회수성과 장된  폐기물, 설비  시설의 검사를 용이해야 

한다.

방사선 감시 : 공간 선량률, 표면 오염도, 장시설의 경계, 포장물의 

표면

방사선방호 계획의 수립 이행, 유지보수/시험검사 기록이 주기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Table 3.6.1-23 Design criteria for small storage facilities for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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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술기

일반사항

폐기물 포장물 추  리 체계 개발  유지 : 산시스템 용 

고려 

포장물의 배치, 험도에 따른 구역 분류 등을 포함한 장계획 

수립

운 차 수립 : 제한치/제한조건, 시운 , 리체계, 유지보수/검

사시험

비상상황에 한 험평가 수행, 비상 응조치 구비 

안 성분석보고

서

장 상 폐기물의 수량(체 ), 특성  인수기 , 취 / 장방법, 

시설/기기/장비/계통 

부지특성, 운 조직, 안 성평가, 감시계획, 교육훈련, 물리  방호

에 한 조치, 비상 응

리  운 체계, 해체, 포장물의 인수기

방사성기물 특

성평가  인수

기

운  제한치를 반 한 폐기물 인수기 , 처분 요건 고려 

특성평가는 폐기물을 인도하기 에 발생자가 수행함

폐기물 특성자료 : 핵종 재고량, 물리/화학  특성 

방사성폐기물의 

형태와 포장물

폐기물과 장용기의 부식, 속물질의 자연발화성/화학  반응성 

폐기물의 장환경(온도, 습도)  설정 , 장용기의 내부식성 유지

포장물의 취   재에 따른 동 /정  하 , 격남 감시기능 확

보 

장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

과도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고 폐기물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계

격납, 미임계 유지, 방사선 방호(차폐  오염 리), 열제거, 배기, 

포장물의 검사/감시

포장물 유지보수, 폐기물 회수, 포장물/ 장시설에 한 검사, 

장용량 확장, 운반, 해체

부식(화학  안 성), 방사선 열화, 유기물질의 분해, 운 하  

는 사고(화재, 폭발)

부지특성 

장시설은 기존 원자력시설의 일부로 건설 가능

폐기물 장시설의 부지선정 요건이 원자력시설보다 엄격할 경우 

안 성 입증 필요 

Table 3.6.1-24(a) Design criteria for large storage facilities for radioactive 

was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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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술기

차폐/격납

허용 가능 최  방사선량률 명시 : 포장물, 차폐체 표면, 시설  

구조물 

배기계통 필터 설치, 장실 내부 부압 유지

기체 방사성핵종 배제, 장시설 하부에 액체폐기물의 수집용 섬

 설치

방사성폐기물 

취 방법

오염 최소화, 오염 확산 방지

취 계통 설계 : 최  인양높이, 기기 이동속도, 량물 이동경로 

지정 

온도제어

/감시

열제거 계통 : 설계온도 이내 유지, 열하 /피동냉각 

감시수단 : 방사선량률, 공기  방사성물질 농도, 고착성/유리성 

오염의 수 , 성자속

화재방호

계통
화재방호계통 설치 

Table 3.6.1-24(b) Design criteria for large storage facilities for radioactive 

waste(2)

  

     (나) 미국 INEEL의 유리화폐기물의 간 장시설 타당성분석보고서

          미국 INEEL의 유리화폐기물의 간 장시설 타당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

하고 있는 Waste Form 장시설의 설계요건을 분석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장시설은 캐니스터를 냉각하기 한 통풍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Vitrified Waste Form(VWF)의 온도는 천이온도(400 ℃) 이내를 유지 

- 구조물(부품)의 설계수명은 최소 60년, 기계/ 자 시스템의 설계 수명은 최소 

20년

- Waste Form 장시설의 vault는 고 폐기물, 부산물과 TRU 폐기물의 규제 

요건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Waste Form 간 장시설의 치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연계되어야 하며, 캐니

스터의 터  이송방식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속될 수 있도록 한다. 한, 캐

니스터의 소외 운반을 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장시설은 상되는 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하며, 구조물의 개구부는 

홍수로부터 범람을 막기 하여 최  홍수의 수면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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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선 구역에 치하고 주기 인 유지 리가 필요한 구성품은 원격 유지보수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IAEA Safety Series No. 116

         사용후핵연료 장 련 규정으로는 IAEA Safety Series No. 116 “사용후

핵연료 장시설의 설계”과 US 10 CFR Part 72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

기물의 독립 장시설에 한 인허가 요건”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식 장시설

의 기본설계에 요하게 용하여야 할 사항인 핵임계, 방사선, 격납, 열  재질 

등에 하여 IAEA Safety Series No. 116의 기술기 을 주로 분석하 다.

• 일반사항

-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요 설계요건은 인간의 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후핵연료의 인수, 취 , 장  인출을 보장하는데 있다.  

-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은 상 수명기간 동안 핵연료의 미임계 유지, 잔열 

제거, 방사선방어, 격납기능이 보장되고, 규제기 이 승인한 설계기 에 따

라 상 운 사고  설계기  사고에서도 안 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미임계 

- 장시설 설계의 기본 설계요건은 체 계통의 미임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 정상운   사고조건에서도 미임계가 유지되도록 장시설을 배치하고, 필

요에 따라 성자 흡수재 는 연소도이득과 같은 추가  방안을 설계에 반

한다.

- 신뢰수  95%에서 모든 편차  불확도를 포함한 유효증배계수(keff)는 모든 

조건 하에서 0.95 이내로 설계되어야 한다.

• 구조  배치 

- 핵연료  장용기의 운반과 취 장비간 운반에 필요한 공간과 주기 인 

검사와 보수가 필요한 모든 설비로의 근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 손상 는 출되는 핵연료에 한 안 한 장과 격납방법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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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과 같은 가상사고조건에서도 안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단 재방식의 바스켓 는 용기인 경우, 재될 용기의 최  량

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하 , 충격하   내진 하 도 고려하여야 

한다.

- 소외 운반용 장용기는 IAEA Safety Standard Series TS-R-1의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하며, 장용기 는 모듈의 복사고 시에도 안 성이 유지되어

야 한다.

- 지진설계기 은 10CFR 100의 원자력발 소 부지의 기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한 안  여유도로 최소 20년 동안 수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은 차폐, 환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가져야 

한다.

• 방사선 방어  격납

- 장용기, 모듈, vault는 핵연료를 장 하 을 때 외부 방사선량률이 IAEA 

Safety Series No. 115에서 권고된 기  는 제한치 이내로 설계되어야 한

다.

- 장시설로부터 다른 구역으로 방사성물질이 되지 않도록 부압을 유지

하여야 하며, 방사능 농도를 허용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  여과설

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방사성물질을 히 격납시켜 방사선이 외부 환경으로 출되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하며, 격납감시  방사선 경보계통을 구비하여야 한다.

- 핵연료 취   장시설로부터 ISFSI 리구역 경계까지의 거리는 최소 

100 m를 유지하며, 리구역 경계지 의 선량한도는 25 mrem/yr 이내로 

제한된다.

• 열 제거 

- 장시설은 핵연료의 최  장 시 핵연료 피복 의 온도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도록 냉각능력을 확보하며, 모든 설계기  사고조건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붕괴열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에는 강제냉각 

방식, 이후에는 자연냉각 방식으로의 환이 가능하다.

- 장시설의 냉각계통은 가능한 피동식이고 최소의 유지보수가 되도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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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강제 냉각계통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규제기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재질(Materials)

-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 부품에 한 주기  검사, 보

수, 교체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안 성 련 품목은 수명기간  기능 유

지 는 안 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재질은 방사선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장용기, 모듈 는 vault는 설계수명기간 의 환경  장 조건 하에서 

차폐  격납 기능을 유지하기에 합한 재질을 사용하며, 기노출과 내외

부의 습도에 의한 부식, 핵분열 생성물, 온도변화, 내부 기체발생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 장용기, 모듈 는 vault와 이들 뚜껑은 화학 /방사선  안 성, 기계  

충격과 열 효과에 한 한 내구성을 갖는 재질이 사용되어야 한다.

• 취 (Handling)

- 취 장비는 사고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한 강제  체결장비를 구비하여

야 하며, 구동장비에는 속도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 원이 나갔을 경우 핵연료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수동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회수물/Waste Form의 장시스템 설계요건 도출

      IAEA의 방사성폐기물 장기 인 IAEA S.S.S. No. WS-G-6.1과 미국 INEEL

의 유리화폐기물 장시설 타당성 분석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waste form 장시스

템의 설계요건을 Table 3.6.1-25와 같이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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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설계요건

일반사항

- 회수물/waste form의 특성에 따라 장구역을 분리

- 물리/화학  안 , 붕괴열 제거, 격납기능 확보, 내부식성 유지

- 회수가 가능하고 처리시설, 운반, 인수기 , 처분에 합해야 함

- 붕괴 장시 규제해제 의 방사능이 되도록 장기간 고려

회수우라늄 - 불활성분 기 장, 격리된 구역 장, 잠 장치

TRU 속

- 불활성분 기 장, 격리된 구역 장, 잠 장치 

- 발열량/방사능이 크므로 차폐  냉각 고려

- 미임계 고려 

Waste form - 붕괴 장 고려  

차폐/임계/격

납

- 장시설로부터 ISFSI 리구역 경계까지의 최소거리 100m

- 리구역 경계지 에서의 선량한도 25 mrem/yr

- 미임계(keff<0.95)를 유지( 성자 흡수재, 연소도이득 용)

- 선량률, 방사능, 격납 감시기능, 장실 내부 부압 유지

구조/열

- 열하 /냉각계통 고려, 허용온도(Ceramic 500 ℃, Glass 400 ℃)

- 기에는 강제냉각, 이후에는 자연냉각 방식으로 환 가능

- 폐기물 포장물 재하 , 정하 , 충격하 , 내진하  고려

취 장치

- 최  인양높이, 기기 이동속도, 량물 이동경로 등을 지정

- 정 /사고에 의하여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강제  체결장비 구비

- 자동 취 장비라도 비상시에는 수동 작동이 가능하여야 함

Table 3.6.1-25 Design requirements for storage of recovery material and wast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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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의 기능  연계성 평가

 가. 장 상 Canister 수량 분석/평가

     KAPF(Korea Advanced Pyroprocess Facility) 시설은 년 30톤 처리규모의 

실용시설로 정의되고, 상용시설과 버 가는 모든 기술  요건과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PF의 설계용량인 30톤 처리규모를 기 으로 waste 

form과 회수물의 포장, 운반  장 련 설계요건에 요구되는 공학  데이터의 

분석  평가를 수행하 다. 우선 이로 공정발생 waste form의 특성과 발생량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이로 공정발생 waste form 형태는 고정화 용이성  

처분 안 성, 기술성  경제성 등과 기 발표된 문헌에서 제시한 waste form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각각의 waste form의 재 canister의 기 붕괴열  

방사능은 제7 의 회수물/Waste Form 특성  발생량 평가에서 제시된 값을 

기 으로 평가하 다.

   (1) Iodine Waste Form

      Iodine grout waste form은 AgZ 폐기물과 시멘트를 한 비율로 

혼합하고, 1차 용기에서 양생한 다음, UC-C canister에 포장한다. KAPF의 30 톤/년 

처리용량 기  iodine grout waste form은 63.3 ～ 262.8 ℓ가 발생한다. Iodine 

waste form 재 canister는 0.4 ～ 1.8 개가 발생한다.

  Iodine grout waste form 재 canister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3.51E-04～1.44E-02 W, 7.51E-01～3.09E+01 Ci로 매우 낮다. 특히 iodine grout 

waste form은 10CFR61.55 규정 I-129의 방사능 세기보다 높기 때문에 붕괴 장과 

무 하게 GTCC 이상의 폐기물로 분류된다.

   (2) HTO Grout Waste Form

      HTO grout waste form은 HTO 폐기물을 시멘트와 정 비율로 혼합하고, 

1차 용기에서 양생한 다음, UC-C canister에 포장한다. KAPF의 30 톤/년 처리용량 

기  HTO grout waste form은 약 267.9 ℓ가 발생한다. HTO grout waste form 

재기  canister는 약 1.85개가 발생한다. 

  HTO grout waste form 재기  canister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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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E-01 W와 1.15E+04 Ci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붕괴 장 90년 

이후, HTO waste form은 LLW Class-C로 처분이 기술 으로 가능하다.  

   (3) Cs(Rb/Cd), Tc(Ru/Rh/Te/Mo/C)와 RE2O3의 Combined Glass Waste Form

      본 waste form은 이로 공정발생 Cs(Rb/Cd), Tc(Ru/Rh/Te/ Mo/C)과 

RE2O3 폐기물을 혼합하고, combined glass waste form으로 제조한 다음, UC-V 

canister에 재하는 방안이다. KAPF의 30 톤/년 처리용량 기  combined glass 

waste form은 약 528 ℓ가 발생한다. Combined glass waste form 재 UC-V 

canister는 3.5 개가 발생한다. Combined glass waste form 재 UC-V canister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220 W와 78,800 Ci의 비교  높은 값을 나타낸다. 

특히 본 combined glass waste form은 10CFR61.55 규정 Tc-99(<3 Ci/m
3
)과 

Cs-137(<4,600 Ci/m
3
)의 방사능세기가 LLW Class-C 분류기  값보다 높기 때문에 

LLW Class-C로 처분이 불가능하고, 붕괴 장 90년 이후 GTCC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이 기술 으로 가능하다. 

   (4)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iCl 폐용융염은 제올라이트 4A에 내포시키고, glass frit과 혼합하여 950 ℃ 

조건에서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으로 고정화한 다음, UC-C canister에 

포장한다. KAPF의 30 톤/년 처리용량 기  glass waste form은 62.4 ～ 151.2 m
3
이 

발생한다.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UC-C canister는 430 ～ 1,043 

개가 발생한다.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UC-C canister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17.8 ～ 43.8 W와 6,496 ～ 15,950 Ci로 비교  낮은 값을 

나타낸다. 특히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Sr-90 방사능세기는 

붕괴 장 90년 이후 10CFR61.55의 LLW Class-C의 분류기 (Sr-90 : <7,000 

Ci/m
3
)를 만족한다. 따라서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90년 

붕괴 장한 다음, LLW Class-C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이 기술 으로 가능하다.

   (5) LiCl-KCl과 Cl2의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이로 공정발생 LiCl-KCl과 

Cl2 폐기물 혼합  제올라이트 4A에 염내포 시킨 다음, glass frit과 혼합하여 950 

℃ 조건에서 고정화한 것으로 UC-C canister에 포장한다. KAPF의 30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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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량 기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22.0 ～ 53.4 m
3
이 

발생한다.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는 152 ～ 

368개가 발생한다.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0.21 ～ 0.51 W와 41.2 ～ 100.2 Ci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LiCl-KCl과 Cl2의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붕괴 장과 무 하게 직  LLW Class-A로 직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6) 회수 우라늄 속

      해정련공정에서 회수된 우라늄 속의 제염계수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교  낮기 때문에 TRU와 RE 핵종이 일부 포함된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우라늄 속은 약 924 kg이 회수된다. 특히 LLW Class-C 분류기 은 

10CFR61.55 규정한 TRU(α > 5 yr) 방사능 세기 100 nCi/g, Pu-241 방사능세기 

3,500 nCi/g, Cm-242 방사능세기 20,000 nCi/g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체로 회수 우라늄 속은 약 90년의 붕괴 장 이후, LLW Class-C의 기 을 

만족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 kg 우라늄 속 ingot를 2  jacket의 장용기에 

장하는 방안을 고려하 다. KAPF의 30 톤/년 처리용량 기 으로 우라늄 속은 

약 27.72 톤이 회수된다. 회수 우라늄 장용기는 약 154개가 발생한다.  

 나. 포장시설과 장시설과의 연계성 항목

    포장시설에서 다양한 형태의 waste form은 UC-C 혹은 V canister에 재한 

다음, 폐, 불활성가스 충진, 제염  기본  검사를 수행하고 장시설로 

운반된다. 한 장기 장이 요구되는 회수 우라늄 속도 2  jacket의 STS 

용모델의 장용기에 포장한 다음, 장시설로 운반된다. 포장시설과 장시설의 

기술  연계성 항목은 운반을 포함한 취 방법과 waste form 재 canister의 

특성에 한 항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장 상 회수물/Waste Form 재 Canister와의 연계항목

     (가) 회수 우라늄 속

         우라늄 속 ingot은 포장시설에서 2  jacket의 STS 장용기에 재하고,  

불활성가스의 주입, 그리고 량, 표면 오염도  발열량 등의 기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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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다음, 장시설로 운반된다. 특히 우라늄 속은 화재와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공기 의 수분을 엄격히 통제 리 해야 한다. 회수 우라늄 속 장용기는 

180 kg의 우라늄 속 ingot 장구역과 상단의 아르곤 가스 충진 구역으로 구분된 

2  jacket의 개념을 용하 다. 

     (나) Metal, Grout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Metal, grout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UC-C 모델의 

canister에 포장된다. Metal를 제외한 grout와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1차 용기와 함께 UC-C canister에 포장된다. Canister는 용  등의 폐작업,  량, 

방사능 세기  붕괴열, 표면 오염도 등의 기본  검사를 수행한 다음 장시설로 

운반된다. UC-C canister는 용 취 도구  차 등을 이용하여 지하 1층의 용 

터 을 통해 장시설의 속공간으로 운반된다. 포장시설 혹은 처리시설에서는 

canister 포장여건에 따라 일정기간 임시 장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수 이다. 

     (다) Glass Waste Form 

         Glass waste form은 처리시설의 glass melter에서 용융상태의 glass를 

UC-V canister에 직  붓는다. Glass waste form을 재한 canister는 랜지 

용 작업, 그리고 량, 방사능 세기  붕괴열, 표면 오염도, 출 등의 기본  

검사를 수행한 다음, 장시설로 운반된다. 특히 glass waste form를 재한 UC-V 

canister는  낙하 등의 비정 사고에 의한 glass wase form의 깨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포장시설과 장시설과의 운반 연계성 

      포장시설에서 출, 표면 오염도, 붕괴열  방사능 세기 등에 한 기본  

검사를 수행한 다음, 장시설로 운반된다. 장시설은 지하 1층의 포장시설과 

인 한 독립 건물로 치한다는 비배치개념의 가정 하에 분석  평가를 

수행하 다. 

  Waste form 재 canister는 운반 용 터 과 연결된 수직형 속시스템을 

이용하여 속한 다음, canister 용 차를 이용하여 장시설로 운반한다. 먼  

속시스템은 회수물 운반/ 장용기와 waste form 재 canister의 취 이 

가능해야 한다. 한 속시스템은 포장된 장용기와 canister를 직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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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불활성 분 기 제어 등의 기술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특히 

포장시설에서 수직형 속시스템으로의 운반 혹은 운반터 의 수직형 

속시스템에서 장시설로의 운반은 crane 거치 다목  용장치를 이용하는 

개념을 용한다. 따라서 본 연계성 항목에서는 규격이 다른 장용기 2종과 

규격이 동일한 UC-C,V 모델 canister의 취 도구, 범용 수직형 속시스템, 그리고 

운반 용터 과 차 등에 한 기능과 성능, 그리고 운 요건 등에 한 분석  

평가를 통해 설계요건의 확립이 요구된다. 

 다. Waste Form 재 캐니스터의 열평가

     이로 공정발생 waste form은 붕괴열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냉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장 안 성 에서 glass waste form은 각각 이온도인 500 

℃ 이하의 허용 온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로 공정발생 waste 

form를 상으로 열 해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waste form의 장안 성과 

waste loading율 최 화, 붕괴 장 방안에 한 기술  가능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waste form를 재한 canister 외벽과 centerline에 한 

열해석을 아래한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 다.  

   (1) 열해석 모델 

       이로 공정발생 waste form과 회수물의 열해석은 FLUENT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Waste form 재 canister는 Fig. 3.6.2-1과 같이 원통형 

구조이며, 열해석 모델은 2차원 축 칭 모델을 사용하 다. Waste form 재 

canister는 150 ℓ 재용량으로, 외경이 430 mm, 길이가 1,340 mm이며, 두께 6 

mm의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다. Glass waste form은 직  용융상태의 유리를 

canister에 주입하여 canister와 waste form 사이에 간격이 없으나, grout, meta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1차 용기에 담긴 상태로 재되기 때문에 

canister와 waste form 사이에 5 mm 간격을 고려하 다. Glass waste form과 

grout, meta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규격은 Fig. 3.6.2-1과 같다. 

그리고 canister 상부에는 117 mm 높이의 공기층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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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 Dimension of waste form loaded canister

  회수 우라늄 속은 ORNL/TM-12326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80 kg의 

ingot를 2  jacket 구조의 STS 용용기에 장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Fig. 3.6.2-2와 같이 직경 300 mm, 높이 460 mm의 2  jacket 구조의 

용기에 180 kg 우라늄 ingot이 재되고, 내부에는 아르곤 가스를 충 하는 용기의 

개념을 용하 다. TRU 속 캐니스터도 Fig. 3.6.2-2와 같이 argon 가스 분 기의 

2  jacket 구조를 고려하 다. TRU 속은 단  체 당 발열량이 매우 크고 

핵임계 험성이 있으므로 열 달  핵임계 안 성을 고려하여 잉곳의 치수를 

직경 82 mm, 높이 60 mm로, 량은 5.35 kg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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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 Dimension of recovered uranium and TRU metal loaded can

  Waste form  회수물 canister의 열 달해석을 한 재료의 열 도도는 다음과 

같이 용하 다.

  - Glass : 0.75 W/m-K (borosilicate glass, 0.5 ~ 1.0) 

  - Grout : 1.3 W/m-K (보통 콘크리트 1.2 ~ 1.4)

  - Geopolymer : 1.0 W/m-K

  - Ceramic : 1.6 W/m-K 

  - Uranium : 27 W/m-K (metal handbook)

  - TRU metal : 16 W/m-K (metal fuel)

  Canister의 열 달은 도, 류  복사 등 3가지 열 달 모드로 이루어지며, 

류  복사열 달계수의 선정이 요하다. Canister는 수직상태로 재되고, 

1기압 상온에서 수직원통 구조에서 기에 의한 자연 류 열 달계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 층류 역 : hnc △TL

  - 난류 역 : hn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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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nc :

L :

ΔT :

natural heat transfer coefficient (W/㎡-K)

canister length (m)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cask surface and ambient (K)

  캐니스터 외부표면에서 복사열 달이 일어나며, 복사열 달은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qATsTa

여기서, q :
A :
σ :
ε :

Ts :
Ta :

 heat flow (W)

 heat transfer area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x10
-8 W/㎡ K4)

 emissivity of surface material

 surface temperature (K)

 ambient temperature (K)

  이와 같은 복사열 달은 주로 고온에서 크게 일어나며, 같은 온도에서는 재료의 

방사율(emissivity)에 큰 향을 받는다. Canister 재질인 스테인리스강의 방사율은 

0.36으로 용하 다. Glass, grout, geopolymer, glass-bonded ceramic waste의 

방사율은 일반 으로 0.9의 값을 가지며, 열해석에서는 보수 으로 가정하여 0.8로 

용하 다. 캐니스터 열 달해석에서 기온도는 27 ℃로 가정하 다. 

  

   (2) Waste Form 재 Canister 열해석  평가

     (가) Iodine Waste Form의 열해석 평가

         I-129의 반감기는 약 1,570만년으로, 처분 안 성 에서 요한 

핵종이다. EPA 40CFR190에서는 I-129의 최소요구 제염계수를 178(99 % 이상의 

제거율)로 규정하고, 환경으로의 방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재 운 인 

PUREX 재처리시설에서는 iodine를 silver zeolite를 이용하여 선택 으로 제거한다. 

10CFR 61.55에서는 I-129의 방사능 세기 0.08 Ci/m3 이하인 폐기물을 LLW Class-C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dine 흡착 Ag-Z 폐기물을 grout waste 

form으로 고정화 방안을 최우선 옵션으로 선정하 다. 

  Table 3.6.2-1은 iodine grout waste form 재 canister의 냉각기간에 따른 붕괴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Iodine grout waste form 붕괴열은 3.51E-04 ～ 1.44E-02 

W/canister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odine grout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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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재 UC-C canister의 외벽온도와 내부 centerline 온도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Grout waste form의 온도제한 요건은 구체 으로 제시된 것은 없으나, 

grout waste form 제조과정에서 iodine의 재 휘발 방지를 해 반드시 500 ℃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Cooling
time(year)

Decay heat 
(W)

Iodine grout waste form

Lo(W/m
3
) Hi (W/m

3
) Lo(W/canister) Hi(W/canister)

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1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2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3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4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9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14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19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24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290 2.10E-05 8.37E-03 9.95E-03 1.21E-03 1.44E-03

Table 3.6.2-1 Changes of decay heat of iodine grout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Iodine grout waste form의 열평가 결과,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 온도는 Fig. 

3.6.2-3과 같이 모두 27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iodine grout waste form은 

장안 성 에서 붕괴열에 의한 기술  문제 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iodine grout waste form은 waste loading율 등의 최 화를 통한 발생량과 

처리비용의 최소화 등을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재 

운 되고 있는 PUREX 재처리시설에서는 수십년 동안 iodine grout waste form의 

제조경험이 있는 만큼, grout waste form의 안 성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Iodine grout waste form 재 canister는 PWR SF 57.8 ～ 68.7 MTHM 

처리과정에서 오직 1개만이 발생한다. 한 iodine grout waste form의 방사능 

세기는 17.9 ～ 21.3 Ci/m
3
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10CFR61.55에서 

제시한 LLW Class-C 기  I-129 방사능 세기(0.08 Ci/m
3
 이하)보다 약 270 배 높기 



- 610 -

때문에 GTCC 폐기물로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iodine grout waste form은 

붕괴 장에 무 하게 GTCC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Fig. 3.6.2-3 Temperature contour of iodine grout 

waste form loaded canister

     (나) HTO Waste Form의 열해석 평가

         NRC regulation 10CFR20에서는 H-3의 제염계수를 1,000 이상, 99.9 % 

이상의 제거율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GNEP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HTO 

grout waste form을 최  옵션으로 선정하 다. PWR 1 MTHM 처리과정에서 

HTO grout waste form 발생량은 7.16E-05 ～ 1.02E-04 m
3
으로 평가되었다. 

단 체 과 canister 기  HTO grout waste form의 붕괴열을 Table 3.6.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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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yr)

HTO grout waste form

Lo(W/m
3
) Hi(W/m

3
) Lo(W/Canister) Lo(W/Canister)

0 2.34E+02 3.34E+02 3.39E+01 4.84E+01

10 1.33E+02 1.90E+02 1.93E+01 2.76E+01

20 7.62E+01 1.09E+02 1.10E+01 1.58E+01

30 4.34E+01 6.19E+01 6.29E+00 8.98E+00

40 1.96E+01 2.79E+01 2.84E+00 4.05E+00

90 1.19E+00 1.69E+00 1.73E-01 2.45E-01

140 7.11E-02 1.01E-01 1.03E-02 1.46E-02

190 4.27E-03 6.09E-03 6.19E-04 8.83E-04

240 2.57E-04 3.66E-04 3.73E-05 5.31E-05

290 1.55E-05 2.21E-05 2.25E-06 3.20E-06

Table 3.6.2-2 Changes decay heat of HTO grout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HTO grout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의 열해석 결과, Fig. 

3.6.2-4, Fig. 3.6.2-5와 같이 기 canister 외벽 평균온도는 32 ～ 34 ℃, canister 

재 waste form centerline의 평균온도는 37 ～ 40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붕괴 장 40 년 이후에는 약 27 ℃로 기온도와 거의 같은 수 으로 감소한다. 

HTO grout waste form은 장안 성 에서 붕괴열에 의한 기술  문제 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HTO grout waste form은 일정기간 붕괴 장한 

다음, LLW C 폐기물로 처분해야 하는 략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190년 붕괴 장 이후의 HTO grout waste form의 H-3 방사능 세기는 126 ～ 180 

Ci/㎥으로 10CFR61.55에서 제시한 LLW Class-A(40 Ci/m
3 

이하)의 기 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LLW Class-C로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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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4 Temp. contour of HTO grout 

waste form loaded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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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5 Temp changes of HTO grout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 613 -

     (다) Calcia(Tc/Ru/Rh/Mo/Te/C) waste form의 열해석 평가

          Tc-99는 반감기가 213,000년인 장반감기 핵종으로 처분 안 성 에서 

주목해야 할 핵종이다. GNEP의 UREX+1a 기 공정에서는 회수된 Tc 산화물을 

처분 안 성을 해 속으로 환한 다음, 기타 속폐기물과 혼합하여 속 

waste form으로 제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Tc의 waste form은 

경제성보다는 처분안 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환경으로 부터의 효율  차단  격리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waste form으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화 물질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융  유리와 

세라믹을 잠재  matrix로 선정하 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calcia  

glass와 ceramic waste form은 각각 6.34E-02 ～ 1.27E-01과 5.72E-02 ～ 9.65E-02 

m
3
이 발생한다. Table 3.6.2-3은 calcia waste form의 단 체 과 canister 기  

붕괴열을 나타낸 것으로 냉각기간 10년 이후 속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Cooling

Time(yr)

Low-Melting Glass Ceramic Low-Melting Glass Ceramic

Lo(W/m
3) Hi(W/m3) Lo(W/m3) Hi(W/m3) Lo(W/Canister) Hi(W/Canister) Lo(W/Canister) Hi(W/Canister)

0 5.53E+01 1.11E+02 7.28E+01 1.23E+02 8.30E+00 1.67E+01 1.06E+01 1.78E+01

10 2.13E-01 4.27E-01 2.81E-01 4.74E-01 3.20E-02 6.41E-02 4.07E-02 6.87E-02

20 9.22E-02 1.85E-01 1.21E-01 2.05E-01 1.38E-02 2.78E-02 1.75E-02 2.97E-02

30 8.73E-02 1.75E-01 1.15E-01 1.94E-01 1.31E-02 2.63E-02 1.67E-02 2.81E-02

40 8.69E-02 1.74E-01 1.14E-01 1.93E-01 1.30E-02 2.61E-02 1.65E-02 2.80E-02

90 8.68E-02 1.74E-01 1.14E-01 1.93E-01 1.30E-02 2.61E-02 1.65E-02 2.80E-02

140 8.68E-02 1.74E-01 1.14E-01 1.93E-01 1.30E-02 2.61E-02 1.65E-02 2.80E-02

190 8.68E-02 1.74E-01 1.14E-01 1.93E-01 1.30E-02 2.61E-02 1.65E-02 2.80E-02

240 8.68E-02 1.74E-01 1.14E-01 1.93E-01 1.30E-02 2.61E-02 1.65E-02 2.80E-02

290 8.68E-02 1.74E-01 1.14E-01 1.93E-01 1.30E-02 2.61E-02 1.65E-02 2.80E-02

Table 3.6.2-3 Changes of decay heat of calcia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150 ℓ glass waste form과 145 ℓ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의 열해석 결과를 Fig. 3.6.2-6과 Fig. 3.6.2-7에 나타내었다. Calcia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벽온도는 28 ～ 30 ℃, 그리고  centerline 온도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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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를 나타내고 있다. 한 붕괴 장 10년 이후에는 거의 온도변화가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3.6.2-8과 같이 calcia ceramic waste form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Calcia ceramic waste form은 glass waste form과 비교하여 

외벽과 centerline온도가 약 1 ℃ 높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calcia glass와 

ceramic waste form은 장안 성 에서 기술 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열 해석결과를 토 로 waste loading의 증가에 의한 발생량의 

최소화 가능성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Calcia glass와 ceramic waste form의 Tc-99 방사능세기는 168 ～ 372 Ci/m3으로, 

10CFR61.55 규정 LLW Class-C의 분류기 인 Tc-99 방사능세기 3 Ci/m3보다 훨씬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calcia waste form은 이로 폐기물 처리공정의 

단순화를 해 glass waste form 옵션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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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6 Temp. changes of calcia glass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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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7 Temp. contour of calcia glass waste 

form loaded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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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8 Temp. changes of calcia ceramic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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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Fly Ash(Cs/Rb/Cd) Waste Form의 열해석 평가 

         미국 GNEP의 IWMS(integrated waste management strategy)에서는 Cs 

waste form를 약 300년 동안 붕괴 장하고, LLW Class-C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ly ash 폐기물을 융  유리, 

grout  geopolymer를 고정화 물질로 선정하 다. 그리고 fly ash 폐기물인 

pollucite (CsAlSi2O6)는 1500 ℃이하의 온도에서는 매우 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fly ash gass, grout와 geopolymer waste 

form은 각각 28.3 ～ 66.0ℓ, 95.2 ～ 189.0 ℓ와 104 ～ 199 ℓ가 발생한다. Table 

3.6.2-4는 fly ash waste form의 canister 기  붕괴열을 나타낸 것으로, 비교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냉각기간 150년 까지는 붕괴열이 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Cooling

time(yr)

Low-melting glass

(W/canister)

Grout

(W/canister)

Geopolymer

(W/canister)

Lo Hi Lo Hi Lo Hi

0 5.79E+02 1.35E+03 1.96E+02 3.89E+02 1.86E+02 3.55E+02

10 2.79E+02 6.53E+02 9.44E+01 1.87E+02 8.96E+01 1.71E+02

20 2.16E+02 5.04E+02 7.31E+01 1.45E+02 6.93E+01 1.33E+02

30 1.71E+02 4.01E+02 5.79E+01 1.15E+02 5.50E+01 1.05E+02

40 1.36E+02 3.18E+02 4.60E+01 9.12E+01 4.36E+01 8.35E+01

90 4.28E+01 9.96E+01 1.44E+01 2.86E+01 1.37E+01 2.62E+01

140 1.35E+01 3.15E+01 4.55E+00 9.05E+00 4.32E+00 8.28E+00

190 4.25E+00 9.92E+00 1.43E+00 2.84E+00 1.36E+00 2.61E+00

240 1.34E+00 3.12E+00 4.52E-01 8.98E-01 4.29E-01 8.21E-01

290 4.23E-01 9.86E-01 1.43E-01 2.83E-01 1.36E-01 2.60E-01

Table 3.6.2-4 Changes of decay heat of fly ash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본 연구에서는 glass, grout  geopolymer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부와 

centerline에 한 열 해석을 수행하 다. Fig. 3.6.2-9와 Fig. 3.6.2-10은 fly ash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외벽과 

centerline 평균온도는 각각 87 ～ 140 ℃와 143 ～ 269℃로 평가되었다. Waste 

form centerline의 온도는 이온도 500 ℃ 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3.6.2-11은 fly ash grout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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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외벽과 centerline 온도는 각각 51 ～ 69 ℃와 76 ～ 117℃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Fig. 3.6.2-12는 grout waste form과 waste loading 율이 같은 

geopolymer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외벽과 centerline 온도는 각각  50 ～ 67 ℃와 77 ～ 117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fly ash waste form은 장안 성 에서 붕괴열에 의한 기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ly ash waste form은 waste loading 율, 그리고 핵종의 고정화 

성능과 제조비용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서 최 의 waste form의 옵션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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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9 Temp. changes of fly ash glass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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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0 Temp. contour of fly ash glass waste 

form loaded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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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1 Temp. changes of fly ash grout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 619 -

Cooling Time (yr)

0 50 100 150 200 250

Te
m

p.
(o c)

40

60

80

100

120

Hi Temp(Canister Outer Wall, Geopolymer Waste Form) 
Lo Temp(Canister Outer Wall, Geopolymer Waste Form)
Hi Temp(Waste Form Centerline, Geopolymer Waste Form)
Lo Temp(Waste Form Centerline, Geopolymer Waste Form)

Fig. 3.6.2-12 Temp. changes of fly ash geopolymer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마) LiCl Waste Form의 열해석 평가

         해환원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은 Li2O, 알카리  알카리 

토 속  염화물과 Li 속화합물, 그리고 일체형 음극으로부터 손실된 약 0.1 %의 

U, 0.01 %의 TRU 산화물이 포함된다. LiCl 폐용융염은 제올라이트 4 A에 

염내포시킨 다음, 그리고 일정량의 glass frit를 혼합하여 glass bonded ceramic으로 

제조하는 방안을 최 방안으로 선정하 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LiCl 

glass- 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약 2.11 ～ 5.09 m
3
이 발생된다. Table 

3.6.2-5는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단 체 과 canister 기  

붕괴열을 나타낸 것으로, 기 붕괴열은 123 ～ 298 W/m
3
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냉각기간 190년까지는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 외벽과 centerline에 한 

열해석 결과는 Fig. 3.6.2-13과 Fig. 3.6.2-14에 나타내었다. 145ℓ의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 외벽과 centerline 온도는 각각  30 

～ 33 ℃와 32 ～ 38 ℃으로 평가되었다.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장안 성 에서 기술 으로 문제 이 없다.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붕괴 장을 통해 LLW Class-C로 처분하는 만큼, 부피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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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장기간의 단축이 기술성  경제성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Cs-137과 Sr-90의 기 방사능 세기는 각각 약 

546 ～ 1,320 Ci/m
3
과 18,400 ～ 44,500 Ci/m

3
로, 10CFR61.55에서 규정한 LLW 

Class-C 기 인 Cs-137의 방사능세기 4,600 Ci/m
3
을 만족하는 반면,  Sr-90 

방사능세기 7,000 Ci/m
3
 기 을 만족하지 못한다.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붕괴 장 90년 이후 LLW Class-C로 처분이 가능하다.   

Cooling
time(yr)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o(W/m
3
) Hi(W/m

3
) Lo(W/canister) Hi(W/canister)

0  1.23E+02 2.98E+02 1.78E+01 4.32E+01

10  9.74E+01 2.35E+02 1.41E+01 3.41E+01

20  7.71E+01 1.86E+02 1.12E+01 2.70E+01

30  6.10E+01 1.47E+02 8.85E+00 2.13E+01

40  4.83E+01 1.17E+02 7.00E+00 1.70E+01

90  1.50E+01 3.63E+01 2.18E+00 5.26E+00

140  4.68E+00 1.13E+01 6.79E-01 1.64E+00

190  1.46E+00 3.53E+00 2.12E-01 5.12E-01

240  4.60E-01 1.11E+00 6.67E-02 1.61E-01

290  1.46E-01 3.52E-01 2.12E-02 5.10E-02

Table 3.6.2-5 Changes of  decay heat of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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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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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3 Temp. changes of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Fig. 3.6.2-14 Temp. contour of LiCl 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oaded canister

     (바) RE2O3 Waste Form의 열해석 평가

         해제련공정에서 배출된 LiCl-KCl 용융염은 residues actinide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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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산화침 공정을 통해 잔류 우라늄, TRU  RE를 회수하는 과정을 

최종 으로 거친다. 산화-침 공정은 LiCl-KCl 용융염계에 직  산소를 주입하여, 

우라늄, TRU  RE 염화물을 산화물로 침 시켜 회수한다. GNEP에서는 

UREX+1A와 이로 공정에서 회수된 RE2O3 폐기물을 glass waste form으로 

고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수십 년의 유리화 시설운  경험, 

그리고 처분 안 성이 실증된 을 고려하여, glass와 phosphate ceramic waste 

form을 고정화 방안으로 선정하고 평가를 수행하 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glass와 phosphate ceramic waste form은 각각 6.53 ～ 17.4 ℓ와 

15.7 ～ 22.7 ℓ가 발생된다. Table 3.6.2-6은 glass와 phosphate ceramic waste 

form의 단 체 과 canister 기  붕괴열을 나타낸 것이다. 기 붕괴열은 냉각기간 

150년까지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의 

붕괴열은 4.41 ～ 11.76 kW로, caniser의 설계 기 값인 2 kW를 약 2.2 ～ 5.9 배 

과한다. RE2O3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 외벽과 centerline에 한 열해석 

결과를 Fig. 3.6.2-15에 나타내었다.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 온도는 각각 271 ～ 443 ℃와 696 ～ 1,580 ℃로 평가되었다. Glass 

waste form은 glass 이온도 500 ℃를 기 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Cooling 
time(yr)

Glass waste form Phosphate ceramics 
waste form Glass waste form

Phosphate ceramics
 waste form

Lo(W/m
3
) Hi(W/m

3
) Lo(W/m

3
)

Hi 
(W/m

3
) Lo(W/canister) Hi(W/canister) Lo(W/canister) Hi(W/canister)

0  2.94E+04 7.84E+04 2.26E+04 3.26E+04 4.41E+03 1.18E+04 3.28E+03 4.73E+03

10  2.20E+04 5.85E+04 1.68E+04 2.43E+04 3.30E+03 8.78E+03 2.44E+03 3.52E+03

20  1.68E+04 4.49E+04 1.29E+04 1.87E+04 2.52E+03 6.74E+03 1.87E+03 2.71E+03

30  1.29E+04 3.45E+04 9.91E+03 1.43E+04 1.94E+03 5.18E+03 1.44E+03 2.07E+03

40  1.01E+04 2.68E+04 7.71E+03 1.11E+04 1.52E+03 4.02E+03 1.12E+03 1.61E+03

90  2.94E+03 7.83E+03 2.25E+03 3.25E+03 4.41E+02 1.17E+03 3.26E+02 4.71E+02

140  8.74E+02 2.33E+03 6.70E+02 9.68E+02 1.31E+02 3.50E+02 9.72E+01 1.40E+02

190  2.71E+02 7.21E+02 2.07E+02 3.00E+02 4.07E+01 1.08E+02 3.00E+01 4.35E+01

240  9.25E+01 2.47E+02 7.09E+01 1.03E+02 1.39E+01 3.71E+01 1.03E+01 1.49E+01

290  3.95E+01 1.05E+02 3.03E+01 4.38E+01 5.93E+00 1.58E+01 4.39E+00 6.35E+00

Table 3.6.2-6 Changes of decay heat of RE2O3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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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ing Time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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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5 Temp. changes of RE2O3 glass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Phosphate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의 붕괴열도 3.23 ～ 4.73 kW로, 

포장기 의 최  열부하인 2 kW를 과한다. Phosphate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 열해석 결과, Fig. 3.6.2-16과 같이 외벽과 centerline에서의 온도는 각각 225 

～ 276 ℃와 474 ～ 606 ℃으로 평가되었다. Ceramics waste form의 제한온도는 

구체 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장안 성 에서 매우 신 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재 phosphate ceramic waste form은 재 개발단계로 충분히 

기술 으로 안 성에 한 검증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본 연구에서는 glass waste 

form을 최 방안으로 비 선정하 다. RE2O3 glass waste form는 centerline에서 

glass 이온도 500 ℃ 이하의 제한요건의 충족을 해 waste loading 율을 15 %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 Waste loading 15 %인 조건에서 RE2O3 glass waste 

form의 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 Glass waste form의 도 : 2.5 ～ 3.0 MT/m
3
(가정)

  ○ Glass waste form의 발생량

     

15.66  = 0.15, (15.66 - 2.349)  = x = 12.528 = 88.74 kgx + 15.66 0.1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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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ass waste form의 무게 = 15.66 + 88.74 = 104.4 kg

     - Glass waste form의 부피 = 3.48E-02 ～ 4.18E-02 m3

  Waste loading 율을 15%로 재조정한 RE2O3 glass waste form은 약 3.48E-02 ～ 

4.18E-02 m
3
이 발생된다. 단 체 과 canister 기  RE2O3 glass waste form의 

붕괴열은 Table 3.6.2-7에 나타내었다. Canister 기  RE2O3 glass waste form의 

붕괴열은 약 1.84 kW ～ 2.21 kW로, caniser 열부하 설계기  값인 2 kW 범 내에 

있다.  RE2O3 glass waste form 외벽과 centerline에 한 열해석 결과를 Fig. 

3.6.2-17, Fig. 3.6.2-18에 나타내었다. 외벽과 centerline온도는 각각 166 ℃ ～ 185 

℃와 343 ℃ ～ 396 ℃로, Glass 이온도 500 ℃ 이하의 온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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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6 Temp. changes of RE2O3 phosphate ceramic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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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yr)

Glass waste form Glass waste form

Lo(W/m
3
) Hi(W/m

3
) Lo(W/canister) Hi(W/canister)

0 1.22E+04 1.47E+04 1.84E+03 2.21E+03

10 9.14E+03 1.10E+04 1.37E+03 1.65E+03

20 7.01E+03 8.42E+03 1.05E+03 1.26E+03

30 5.38E+03 6.47E+03 8.07E+02 9.70E+02

40 4.19E+03 5.03E+03 6.28E+02 7.54E+02

90 1.22E+03 1.47E+03 1.83E+02 2.20E+02

140 3.64E+02 4.37E+02 5.45E+01 6.55E+01

190 1.13E+02 1.35E+02 1.69E+01 2.03E+01

240 3.85E+01 4.63E+01 5.78E+00 6.94E+00

290 1.65E+01 1.98E+01 2.47E+00 2.97E+00

Table 3.6.2-7 Changes of decay heat of RE2O3 glass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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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7 Temp. changes of RE2O3 glass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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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8 Temp. contour of RE2O3 glass 

waste form loaded canister

     (사) LiCl-KCl Waste Form의 열해석 평가

         산화-침 공정에서 잔류 U, TRU  RE 핵종을 제거한 LiCl-KCl 

폐용융염은 최종 으로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으로 고정화된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LiCl-KCl 폐용융염은 약 250 kg가 발생한다. LiCl-KCl 

폐용융염은 제올라이트 4 A로 내포시킨 다음, glass frit과 혼합하여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으로 제조한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약 0.652 ～ 1.58 m3이 발생한다. Table 

3.6.2-8은 단 체 과 canister 기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붕괴열을 나타낸 것이다. 기 붕괴열은 0.24 W ～ 0.57 W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의 온도는 Fig. 3.6.2-19와 같이 모두 27 ℃로 평가되었다.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장안 성 에서 붕괴열에 의한 기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발생량은 다른 공정폐기물과 비교하여 발생량이 상 으로 많기 때문에 

waste form의 리가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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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yr)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o(W/m
3
) Hi(W/m

3
) Lo(W/canister) Hi(W/canister)

0  1.63E+00 3.95E+00 2.36E-01 5.73E-01

10  1.21E+00 2.94E+00 1.75E-01 4.26E-01

20  9.30E-01 2.25E+00 1.35E-01 3.26E-01

30  7.16E-01 1.74E+00 1.04E-01 2.52E-01

40  5.57E-01 1.35E+00 8.08E-02 1.96E-01

90  1.62E-01 3.93E-01 2.35E-02 5.70E-02

140  4.82E-02 1.17E-01 6.99E-03 1.70E-02

190  1.50E-02 3.63E-02 2.18E-03 5.26E-03

240  5.13E-03 1.24E-02 7.44E-04 1.80E-03

290 2.19E-03 5.30E-03 3.18E-04 7.69E-04

Table 3.6.2-8 Changes of decay heat of LiCl-KCl waste form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10CFR 61.55에서 폐기물 분류 핵종으로 LiCl-KCl glass-bonded waste form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은 TRU, Pu-241, Cm-242 등이다. 이들 핵종에 한 LLW 

Class-C를 만족하기 한 방사능세기는 각각 100. 3,500  20,000 nCi/g 이하로, 

LiCl-KCl glass-bonded waste form은 이들 핵종에 한 방사능 세기가 

10CFR61.55에서 제시한 기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0 ～ 40년 동안 장 리한 다음, LLW 

Class-C로 처분하는 략의 도입이 기술 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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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9 Temp. contour of LiCl-KCl 

waste form loaded canister

     (아) 회수 우라늄 속의 열해석 평가

         해정련공정의 음극에서 회수된 우라늄 속은 잔류 용유염 제거  

용융단계를 통해 최종 으로 ingot 형태로 제조된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우라늄 속은 약 924 kg이 회수된다. 이의 부피는 이론  도의 

99.99 %와 95% 기 으로 환산하면, 4.88E-02 ～ 5.11E-02 m
3
에 해당한다. 장용기 

기  우라늄 속의 붕괴열을 Table 3.6.2-9에 나타내었다. 우라늄 장용기는 180 

kg 우라늄 속을 재할 수 있는 2  jacket의 형태이다. Table 3.6.2-9와 같이 

장용기 기  회수 우라늄 속의 붕괴열은 0.36 W에 불과하다. 180 kg 우라늄 

속 재 장용기 외벽과 centerline에서의 온도는 Fig. 3.6.2-20과 같이 모두 27 

～ 28 ℃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회수 우라늄 속 재 장용기는 낮은 붕괴열로 

인해 장안 성 에서 기술 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수 

우라늄 속은 냉각기간 90년 동안 장 리한 다음, LLW Class-C로 처분이 

기술 으로 가능하다. 해정련공정에서 회수 우라늄 속은 경제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재활용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90년 동안 장 리하는 

략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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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yr)

Recovered uranium metal

U (W) TRU  RE  Total (W)
U ingot

(W/canister)

I0 6.44E-02 3.05E-01 1.45E+00 1.82E+00 3.55E-01

10 6.75E-02 2.79E-01 1.07E+00 1.42E+00 2.77E-01

20 7.09E-02 2.57E-01 8.21E-01 1.15E+00 2.24E-01

30 7.45E-02 2.39E-01 6.32E-01 9.45E-01 1.84E-01

40 7.80E-02 2.23E-01 4.90E-01 7.91E-01 1.54E-01

90 9.33E-02 1.73E-01 1.42E-01 4.09E-01 7.97E-02

140 1.04E-01 1.45E-01 4.13E-02 2.90E-01 5.65E-02

190 1.12E-01 1.26E-01 1.21E-02 2.49E-01 4.85E-02

240 1.17E-01 1.11E-01 3.55E-03 2.31E-01 4.50E-02

290 1.20E-01 9.97E-02 1.05E-03 2.20E-01 4.29E-02

Table 3.6.2-9 Changes of decay heat of recovered uranium metal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Fig. 3.6.2-20 Temp. contour of recovered uranium 

metal loaded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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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alcia와 RE2O3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열해석 평가

          통합방안 1에서 제시한 calcia와 RE2O3 combined waste form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약 8.57E-02 ～ 1.33E-01 m3이 발생한다. 단 체 과 

canister 기  combined waste form 붕괴열은 Table 3.6.2-10에 나타내었다. canister 

재기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붕괴열은 585 ～ 909 W에 불과하다. 

calcia와 RE2O3 combined waste form 재 canister 외벽과 centerline의 온도는 

Fig. 3.6.2-21, Fig. 3.6.2-22와 같이 각각 87 ～ 111 ℃와 143 ～ 198 ℃으로 

평가되었다. Canister의 열부하는  2 kw 이하, 그리고 glass waste form은 

이온도인 500 ℃이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calcia와 RE2O3 combined 

waste form은 장안 성 에서 기술 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calcia glass waste form만을 재한 canister 외벽과 centerline 온도는 각각 

29 ～ 31 ℃와 28 ～ 30 ℃에 불과하다. 그러나 RE2O3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 외벽과 centerline의 온도는 271 ～ 443 ℃와 696 ～ 1,580 ℃으로 

장 리가 기술 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폐기물 통합화 방안은 폐기물 

처리공정의 단순화  경제성 향상이외에도 기술 으로 여러 장 을 제공한다.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Tc-99 방사능 세기는 160 ～ 249 Ci/m3으로, 

10CFR61.55의 LLW Class-C 분류기 인 8 Ci/m3 보다는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combined glass waste form는 붕괴 장기간에 무 하게 GTCC 

이상의 폐기물로 처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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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yr)

Combined glass waste form(Calcia + RE2O3)

Lo(W/m3) Hi(W/m3) Lo(W/canister) Hi(W/caniser)

0  3.90E+03 6.06E+03 5.85E+02 9.09E+02

10  2.87E+03 4.46E+03 4.31E+02 6.69E+02

20  2.20E+03 3.42E+03 3.30E+02 5.13E+02

30  1.69E+03 2.63E+03 2.54E+02 3.95E+02

40  1.32E+03 2.04E+03 1.98E+02 3.06E+02

90  3.84E+02 5.96E+02 5.76E+01 8.94E+01

140  1.14E+02 1.77E+02 1.71E+01 2.66E+01

190  3.55E+01 5.51E+01 5.33E+00 8.27E+00

240  1.22E+01 1.89E+01 1.83E+00 2.84E+00

290  5.26E+00 8.16E+00 7.89E-01 1.22E+00

Table 3.6.2-10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waste form(calcia + 

RE2O3)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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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Temp(Combined Glass Waste Form Centerline)
Lo Temp(Combined Glass Waste Form  Centerline)

Fig. 3.6.2-21 Temp. changes of combined glass waste form(Calcia + 

RE2O3)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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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2 Temp. contour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Calcia + RE2O3) loaded canister

     (차) Fly Ash, Calcia와 RE2O3 Combined Glass Waste Form의 열해석 평가

         통합방안 2에서 제시한 fly ash, calcia와 RE2O3 combined waste form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1.22E-01 ～ 1.89E-01 m
3
이 발생한다. 단 체 과 

canister 재기  combined waste form의 붕괴열은 Table 3.6.2-11에 나타내었다. 

Canister 재기  combined waste form의 기 붕괴열은 615 W ～ 951 W로, 

NRC 10CFR60.135에서 제시한 heat load 2 kW 요건을 만족한다. 특히 개별 fly 

ash와 calcia glass waste form은 붕괴열로 인한 장안 성에 기술 으로 문제가 

없지만, RE2O3 waste form은 약 696 ～ 1,580 ℃로 장 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Fly ash, calcia와 RE2O3 combined waste form의 외벽과 centerline에 

한 열해석 결과를 Fig. 3.6.2-23, Fig. 3.6.2-24에 나타내었다. Fly ash, calcia와 

RE2O3 combined waste form의 외벽과 centerline에서의 온도는 각각 89 ～ 114 

℃와 149 ～ 205 ℃로 평가되었다. 통합방안 1의 calcia와 RE2O3 combined waste 

form 보다 약 7 ℃ 정도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Fly ash, calcia와 RE2O3 

combined waste form는 10CF661.55 규정 Cs-137핵종의 4,600 Ci/m
3 

이하의 조건은 

만족하나, Tc-99 핵종의 8 Ci/m
3 

이하의 조건은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fly ash, 

calcia와 RE2O3 combined waste form은 일정기간 붕괴 장한 다음, GTCC로 

처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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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yr)

Combined glass waste form(fly ash + calcia + RE2O3)

Lo(W/m
3
) Hi(W/m

3
) Lo(W/canister) Hi (W/canister)

0  4.10E+03 6.34E+03 6.15E+02 9.51E+02

10  2.67E+03 4.14E+03 4.01E+02 6.21E+02

20  2.05E+03 3.18E+03 3.08E+02 4.77E+02

30  1.59E+03 2.46E+03 2.39E+02 3.69E+02

40  1.24E+03 1.93E+03 1.86E+02 2.90E+02

90  3.70E+02 5.73E+02 5.55E+01 8.60E+01

140  1.12E+02 1.73E+02 1.68E+01 2.60E+01

190  3.49E+01 5.40E+01 5.24E+00 8.10E+00

240  1.17E+01 1.81E+01 1.76E+00 2.72E+00

290  4.68E+00 7.25E+00 7.02E-01 1.09E+00

Table 3.6.2-11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waste form(fly calcia + 

RE2O3)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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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3 Temp. changes of combined glass waste form(fly ash 

+ calcia + RE2O3)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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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4 Temp. contour of combined glass waste form 

(fly ash + calcia + RE2O3) loaded canister

 

     (카) LiCl-KCl, Cl2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열해석 평가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통합방안은 최종 

처분경로가 유사한 LiCl-KCl 폐용융염과 Cl2 만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LiCl-KCl와 

Cl2 waste form은 붕괴 장에 무 하게 LLW Class-C와 A로의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LiCl-KCl과 Cl2의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약 708 ～ 1,720 ℓ가 발생한다. 단 체 과 

canister 기  기 으로 LiCl-KCl과 Cl2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붕괴열은 Table 3.6.2-12에 나타내었다. Canister 기  기 붕괴열은 0.22 ～ 

0.53 W에 불과하고, 냉각기간 90년까지 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3.6.2-25와 같이 LiCl-KCl과 Cl2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에서의 온도는 각각 27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waste 

form은 붕괴열로 인한 장안 성 에서 기술 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미국 NRC에서 제시한 

10CFR61.55의 기 을 고려하여 분류되어야 한다. 10CFR61.55에서 제시한 폐기물 

분류에 향을 미치는 핵종으로, LiCl-KCl glass-bonded waste form에 포함된 

핵종은 TRU, Pu-241, Cm-242 등이다. 이들 핵종에 한 LLW Class-C 분류기 의 

방사능세기는 각각 100. 3,500  20,000 nCi/g 이하이다. LiCl-KCl glass-bo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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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form은 10CFR61.55에서 제시한 기  방사능세기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LiCl-KCl과 Cl2의 combind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붕괴 장 기간에 무 하에 LLW Class-C로 처분이 기술 으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Cooling

time(yr)
Total(W)

LiCl-KCl, Cl2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o(W/m3) Hi(W/m3) Lo(W/canister) Hi(W/canister)

0  2.57E+00 1.49E+00 3.63E+00 2.16E-01 5.26E-01

10  1.92E+00 1.12E+00 2.71E+00 1.62E-01 3.93E-01

20  1.47E+00 8.55E-01 2.08E+00 1.24E-01 3.02E-01

30  1.13E+00 6.57E-01 1.60E+00 9.53E-02 2.32E-01

40  8.79E-01 5.11E-01 1.24E+00 7.41E-02 1.80E-01

90  2.56E-01 1.49E-01 3.62E-01 2.16E-02 5.25E-02

140  7.61E-02 4.42E-02 1.07E-01 6.41E-03 1.55E-02

190  2.36E-02 1.37E-02 3.33E-02 1.99E-03 4.83E-03

240  8.10E-03 4.71E-03 1.14E-02 6.83E-04 1.65E-03

290 3.45E-03 2.01E-03 4.87E-03 2.91E-04 7.06E-04

Table 3.6.2-12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waste form(LiCl-KCl + Cl2)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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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5 Temp. contour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iCl-KCl + Cl2) loaded canister

     (타) LiCl, LiCl-KCl와 Cl2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열해석 평가

         본 항목의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LiCl, 

LiCl-KCl의 폐용융염과 Cl2 폐기물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이다.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90년 붕괴 장한 다음, LLW Class-C로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LiCl-KCl과 Cl2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붕괴 장과 무 하게 각각 LLW Class-C와 A로 처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LiCl, LiCl-KCl과 Cl2 

폐기물은 처리공정 단순화  경제성 향상을 한 통합화 방안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LiCl, LiCl-KCl과 Cl2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약 2.81 ～ 6.83 m
3
으로, 다른 waste form과 

비교하여 발생량이 비교  많다. 단 체 과 canister 기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Table 3.6.2-13에 나타내었다. Canister 기  기 붕괴열은 

13.4 ～ 32.5 W에 불과하다. LiCl, LiCl-KCl과 Cl2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재 canister 외벽과 centerline에 한 열해석 결과를 Fig. 3.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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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7에 나타내었다. 외벽과 centerline의 온도는 각각 29 ～ 32 ℃와 31 ～ 

36 ℃로 비교  낮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낮은 붕괴열의 특성으로 인해, 장안 성 에서 

설계요건에 특별히 반 할 항목은 없다. 그리고 폐기물의 통합방안에서 그러나 

가장 요한 은 처분경로와 붕괴 장 기간, 그리고 waste form의 발생량이다. 본 

항목의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LiCl-KCl, Cl2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보다 708 ～ 1,720 ℓ( PWR SF 1 MTHM 

처리기 )를 추가로 90년 동안 붕괴 장을 해야 한다는 이다. 따라서 장비용을 

고려할 때 combined glass-bonded ceramic은 모두 통합하는 방안보다는 

LiCl-KCl과 Cl2 waste form만을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Cooling

time(yr)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LiCl + LiCl-KCl

Lo(W/m
3
) Hi(W/m

3
) Lo(W/canister) Hi(W/canister)

0  9.23E+01 2.24E+02 1.34E+01 3.25E+01

10  7.29E+01 1.77E+02 1.06E+01 2.57E+01

20  5.78E+01 1.40E+02 8.38E+00 2.03E+01

30  4.57E+01 1.11E+02 6.63E+00 1.61E+01

40  3.61E+01 8.79E+01 5.23E+00 1.27E+01

90  1.12E+01 2.73E+01 1.62E+00 3.96E+00

140  3.50E+00 8.50E+00 5.08E-01 1.23E+00

190  1.09E+00 2.66E+00 1.58E-01 3.86E-01

240  3.44E-01 8.36E-01 4.99E-02 1.21E-01

290 1.09E-01 2.65E-01 1.58E-02 3.84E-02

Table 3.6.2-13 Changes of decay heat of combined waste form(LiCl + LiCl-KCl 

+ Cl2)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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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r)

0 50 100 150 200 250

Te
m

p.
(o c)

26

28

30

32

34

36

38

Hi Temp(Canister Outer Wall) 
Lo Temp(Canister Outer Wall)
Hi Temp(Combined Waste Form Centerline)
Lo Temp(Combined Waste Form Centerline)

Fig. 3.6.2-26 Temp. changes of combined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iCl + LiCl-KCl + Cl2) loaded canister with cooling time

Fig. 3.6.2-27 Temp. contour of combined 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LiCl + LiCl-KCl + Cl2) loaded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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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ste Form 장시스템 열 달 모사/특성평가 

 가. Waste Form 장시스템의 열 달 시험모델 설계 제작 

   (1) Waste Form 장방식 개념설정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의 장방식은 크게 속용기, 콘크리트 용

기, 콘크리트 모듈  vault 방식으로 구분되며, vault 장방식은 공기순환 냉각방

식과 배기구의 높이 조 이 가능하므로 타 방식에 비하여 냉각효율 측면에서 유리

한 이 이 있다. 이로 공정물질은 Cs, Sr 등의 고방열성물질이 포함되므로 냉각효

율이 우수한 볼트 장방식에 한 개념을 설정하 다. 

  볼트 장방식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된 독립 건물 내에 waste form 장 캐

니스터를 수직으로 장하는 방식으로 장 에 1개 는 다수의 캐니스터를 장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콘트리트 볼트 모듈, 장   냉각계통 등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건물은 방사선차폐 기능을 하며, 장  는 캐니스터는 격납 기능을 담

당한다. 

  볼트방식은 미국, 국, 랑스 등에서 인허가를 받아 사용 인 방식으로 재 운

인 시설은 MAGNOX, HTGR  VVER 등의 사용후핵연료와 재처리 폐기물인 

유리화폐기물(Vitrified Waste Form) 등을 상으로 한다. 이 방식은 냉각 효율이 

비교 으로 우수하므로 고방열성 핵종이 포함된 이로 공정 폐기물의 붕괴 장에 

용이 가능하고 방사선 를 낮게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특히, 외부 차폐체의 

두께 증가가 시설의 냉각능력에 향을 주지 않으므로 냉각능력  방사선 차폐 측

면에서 타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로 공정폐기물 에서 단  체 당 발열량이 가장 큰 Cs fly 

ash의 ceramic waste form을 상으로 Fig. 3.6.3-1과 같이 볼트방식에 한 장시

스템 개념을 설정하 다. 볼트 장방식에 한 열시험 모델은 1/4 축소모델을 고

려하 으며, Table 3.6.3-1에는 원형모델과 축소모델을 비교하 다. 열시험 모델은 

장시스템의 치수를 1/4로 축소하 으며, Cs fly ash 페기물 waste form 1개 장

의 붕괴열은 2,300 W이며, 열시험 모델은 충분한 열용량을 고려하기 하여 최  

열용량을 600 W로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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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1 Conception of vault storage system

Prototype 1/4 scale model

Dim. of module -  1.80(L) x 0.615(W) x 1.08(H) m

Canister (heater) -φ344 x 1280 mmH (3단)
 (Cs fly waste)

- φ89 x 960 mm (3단 x 3단)
  . Stainless steel, 2t 

Storage tube - φ400 x 4,000 mm H
- φ102 x 1004 mm H
- 22 (staggered with 9 x 2,3, 
     pitch 205)

Shielding wall Concrete 
glass wool panel 50t 
+ serac b/d 10t

Stack height 16 m 4 m 

Heat generation 2,300 W (storage tube) 600 W per storage tube (Max.)

Table 3.6.3-1 Description of thermal test model for prototype and 1/4 sca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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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aste Form 장시스템 열 달 비해석 

     (가) 장시스템 열유동해석 

         장시스템의 원형모델과 축소모델에 하여 공기 배기구인 굴뚝의 높이

에 따른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 다. 1개 장 의 최  붕괴열은 원형모델 기  2.3 

kW이며, 1/4 축소모델에서는 캐니스터 표면에서의 열유속이 동일하도록 붕괴열을 

1/16로 고려하 다. 

  Table 3.6.3-2, Fig. 3.6.3-2  Fig. 3.6.3-3은 원형모델과 축소모델에 한 열 달 

비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 의 온도는 원형모델에서 122 ~ 125 ℃, 축소

모델에서 146 ~ 150 ℃, 공기 출구의 온도는 원형모델에서 41 ~ 44 ℃, 축소모델에

서 50 ~ 55 ℃로 계산되었다. 원형모델과 축소모델의 열해석 결과 약 20 %의 온도 

차이를 보 지만 유사한 온도분포를 보여 축소모델의 성이 입증되었다. 한, 

캐니스터의 온도가 150 ℃ 이내로 계산되어 시험모델의 냉각효율성을 확인하 다. 

Stack height
Maximum temperature (℃)

Canister Air outlet

Prototype

12 m 125 ℃ 44 ℃

16 m 123 ℃ 42 ℃

20 m 122 ℃ 41 ℃

Scale model

3 m 150 ℃ 55 ℃

4 m 148 ℃ 52 ℃

5 m 146 ℃ 50 ℃

Table 3.6.3-2 Preliminary thermal analysis results for thermal model of storage 

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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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2 Temperature contour for prototype 

Fig. 3.6.3-3 Temperature contour for sca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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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캐니스터 열 달해석 

      회수물 는 waste form 장 캐니스터 는 장 은 길이가 긴 원통형 구

조이므로 반경방향으로만 열 달 된다고 가정하여 캐니스터의 온도분포를 계산을 

한 열 달 방정식을 유도하 다.

  이론식에 의한 온도계산은 우선 캐니스터 외부에서의 경계조건을 용하여 표면

온도를 구하며, 외부표면에서의 자연 류  복사열 달 지배방정식은 다음 식으로 

표 된다.  

     


  .............................................. (3.6.3-1)

   여기에서, q : Heat flow (W)

     A : Heat transfer area (㎡)

     h : Natural convection coefficient ( W/㎡-K)

     Ts : Canister surface temperature (K)

     Ta : Ambient temperature (K)

     σ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x10-8 W/㎡ K4)

     ε : Emissivity of surface material

  의 식에서 q는 캐니스터 내부의 붕괴열이며, 캐니스터의 반경방향으로만 열

달 된다고 가정하여 캐니스터의 외부 표면 (A)을 구할 수 있다. 캐니스터 표면에

서의 류열 달 계수(h)는 실험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주변온도(Ts)와 캐니스

터의 표면 방사율(ε)을 이용하여 용기 표면온도(Ts)를 계산한다.

  캐니스터의 반경방향으로만 열 달이 일어날 경우 원통형 좌표계에서 캐니스터 

벽을 통한 열 도  복사열 달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3.6-5]. 

      




  

      
ln





















 ..................................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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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k : Thermal conductivity (W/m-K)

            L : Canister length (m)

            Ti : Inside temperature (K)

            To : Outside temperature(K)

            Ri : Inner radius (m)

            Ro : Outer radius (m)

            σ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x10
-8

 W/㎡
 
K

4
)

            Ai : Inside area (㎡)

            εi : Emissivity of inside material 

            εo : Emissivity of ouside material 

  식(3.6.3-2)에서 우변의 2번째 항은 캐니스터 내부의 공기층 즉, air gap을 통한 복

사열 달 계산식이므로 캐니스터 내벽의 온도 계산에는 우변의 2번째 항인 복사열

달 식은 제외된다. 앞에서 계산된 캐니스터 표면온도(To)와 waste form의 붕괴열

(q), 캐니스터 재질의 열 도도(k), 캐니스터 길이(L), 캐니스터의 반경이 Ro, Ri을 이

용하여 식(3.6.3-2)로부터 캐니스터 내벽의 온도를 계산한다. 캐니스터와 waste form 

사이에 air gap이 존재할 때 열 도  복사를 고려하여 air gap의 내벽 온도를 계

산한다. 

  캐니스터 내부에는 발열체인 waste form이 장 되며, 발열체 역에서의 온도분

포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3.6.3-3)

  식(3.6.3-3)의 2차선형 상미분방정식을 풀기 하여 r에 하여 2번 분한 다음  

 


  의 경계조건을 용하여 정리하면 

   



  ............................................................. (3.6.3-4)

  의 식(3.6.3-4)를 이용하여 앞에서 구한 air gap의 내벽 온도로부터 발열체인 

waste form의 각 역(centerline 포함)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의 식(3.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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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6.3-4)의 이론식을 이용하여 캐니스터의 온도분포를 계산하여 FLUENT 산해

석 결과와 비교하 다. 

  해석모델은 표 형 캐니스터로 외경이 430 mm, 두께가 6 mm이고, ceramic 

waste form의 직경이 408 mm이고, 캐니스터와 ceramic waste form 사이에 6 mm

의 air gap이 있는 경우이다. 캐니스터의 길이는 1 m로 가정하 고 반경방향으로만 

열 달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Vault 장방식에서 캐니스터 외부 표면온도는 외부의 공기순환에 의한 자연 류 

 복사열 달 등 복잡한 열 달모드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론식으로 계산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캐니스터 표면 온도는 산코드 는 열시험을 통하여 구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캐니스터의 표면온도를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여 waste form의 

외벽  centerline 온도를 계산하 다. 

  캐니스터 재질인 스테인리스강의 열 도도(k)는 16 W/m-K, 방사율(ε)은 0.4, 공기

(air)의 열 도도는 0.03 W/m-K, waste form인 ceramic의 열 도도(k)는 1.6 

W/m-K, 방사율(ε)은 0.9로 고려하 다. Waste form에서 발생되는 총 붕괴열은 1 

kW로 가정하 다. 

  Fig. 3.6.3-4  Fig. 3.6.3-5는 FLUENT 해석모델  결과이다. Table 3.6.3-3은 이

론식에 의한 계산결과와 FLUENT 해석결과를 비교하 으며, 두가지 계산결과가 1 

% 이내의 오차로 잘 일치한다. 따라서 이론식에 의하여 유도된 열 달 방정식에 

한 신뢰성이 입증되었으며, 캐니스터의 최 온도를 측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Dimension of canister
- Canister : O.D430  mm (6t)
- Air gap : 5 mm 
- Ceramic waste form : O.D408 mm
- Length : 1 m (assumption) 

Ceramic 
waste form

(OD408 mm)

Canister (6 mm)

Air gap (5 mm)

Fig. 3.6.3-4 Thermal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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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5 FLUENT analysis result(temperature)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Error(%)Theoretical 

calculation
Fluent analysis

 1. Canister surface : 100 ℃

   - Waste form centerline 

   - Waste form outer surface

   - Canister inner surface

218.7

169.0

100.3

217.3

167.7

100.3

0.6

0.8

0.0

 2. Canister surface : 150 ℃

   - Waste form centerline 

   - Waste form outer surface

   - Canister inner surface

258.8

209.1

150.3

257.2

207.7

150.3

0.6

0.7

0.0

 3. Canister surface : 200 ℃

   - Waste form centerline 

   - Waste form outer surface

   - Canister inner surface

299.8

250.1

200.3

298.3

248.8

200.3

0.5

0.5

0.0

Table 3.6.3-3 Comparison of maximum temperature for theoretical calculation and 

FLU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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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시스템의 열 달 시험모델 설계/제작 

      이로 공정폐기물 에서 단  체 당 발열량이 가장 큰 Cs fly ash의 

ceramic waste form의 볼트 장에 한 열 달 시험모델을 설계 제작하 다.

  Waste form 장 캐니스터는 직경 344 mm, 높이 1,280 mm의 표 형 캐니스터 

형태를 고려하 으며, 1개의 장 (storage tube)에는 3개의 캐니스터를 장하는 

것으로 하 다. 효율 인 시험을 하여 모델은 1/4 축소모델로 설계하 다. 

  Fig. 3.6.3-6은 waste form 장시스템의 열시험 모델을 나타낸다. 총 22개의 장

을 엇갈림 형태로 배열하여 공기 순환에 의한 냉각이 잘되도록 하 다. Waste 

form 장시스템 열시험 모델은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 장 , 기히터, 

collimator 등으로 구성되며, 벽체는 해체 조립이 용이하고 단열 특성을 갖는 glass 

wool 재질의 50 mm 두께를 갖는 sandwich panel로 구성된다.

  Sandwich panel은 사용온도가 200 ℃ 이상이며, sandwich panel 내벽에는 10 

mm 두께의 serac wool board를 설치하여 고온에서 벽체의 열  건 성이 유지되

도록 하 다. 한, serac wool board의 외부에는 아연도  강 을 덧 어 

sandwich panel과 견고하게 체결되도록 하 다. 

  Fig. 3.6.3-7과 같이 열시험모델의 장모듈의 입구와 출구에는 collimator를 설치

하여 방사선 산란을 방지하고 유로를 형성하여 공기 순환이 원활하도록 하 다. 배

기구는 높이 조 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 으며, 시험모델의 벽체도 필요에 따라 

해체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 설치하 다. 각각의 장 에는 높이 방향으로 각

각 3개의 온도측정을 한 열 를 설치하 으며, 공기흡입구  배기구, 

collimator 등 주요 부 의 온도 측정을 한 열 를 설치하 다. 열 는 

K-type을 사용하 다. 한, 공기 흡배기구에는 유속계를 설치하여 유속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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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6 Thermal test model for storage vault

Plug

Fan

Storage tube (23 EA, f 102 x 1000mm)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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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118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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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55

32
5

250

325

300

Max. 
4000

200

2800

1000

1000 분해조립가능
구조
(높이조절)

780

150

air flow 615

1525 150125
1800

100 100

2000

Storage tube (23 EA, f 102, pitch 205 mm)
Collimator

60

60

735

Rear wall (sand witch panel 50 mm
+ serac board 10 mm)

Front (sand witch 50 mm
+ serac 10 mm)

Fig. 3.6.3-7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rmal test model for storage 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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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Waste Form 장시스템의 열 달 산모사  특성평가  

   (1) Waste Form 캐니스터 열 달해석 평가 

      이로 공정물질은 waste form 형태로 제조, /포장하여 안 하게 장 

리되어야 한다. Waste form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물질의 loading률은 waste 

form의 발생량과 처분 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므로 최 의 loading률은 

waste form을 안 하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요한 요소가 된다. Waste 

form의 단 체  당 방사능과 붕괴열이 최 의 loading률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

가 되며, 따라서 waste form의 붕괴열에 따른 열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로 공정 waste form 캐니스터의 열 달해석을 수행하여 붕괴열에 따른 캐니스

터의 centerline  표면온도를 평가하 다.

  Waste form 캐니스터의 열해석을 한 산 로그램은 FLUENT를 사용하 다. 

Waste form 캐니스터는 원통형 구조이며, 열해석 모델은 2차원 축 칭 모델을 사용

하 다. 캐니스터는 Fig. 3.6.3-8과 같이 150 리터 용량의 표 형 캐니스터로서 외경

이 430 mm, 길이가 1,340 mm이며, 두께 6 mm의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된다. 캐

니스터에 장 되는 고화체는 glass waste form과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을 고려하 다. Glass waste form은 용융상태의 glass를 캐니스터에 주입하여 캐니

스터와 waste form 사이에 gap이 없으나 ceramic waste form 등은 ingot 상태의 

waste form을 캐니스터에 장 하므로 canister와 waste form 사이에 5 mm의 gap

을 고려하 다.

  Waste form 캐니스터에서의 열 달 모드는 waste form을 통한 열 도, waste 

form과 캐니스터 내벽 사이의 공기층을 통한 류  복사, 캐니스터 벽을 통한 열

도, 캐니스터 외부 표면으로부터 기로의 류  복사열 달로 구분된다. 캐니

스터 주변의 기온도는 27 ℃로 가정하 다. 캐니스터 내부의 붕괴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의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캐니스터 1

개의 붕괴열은 0.25 ~ 3.00 kW를 고려하 다.

  Fig. 3.6.3-9는 캐니스터 열 달해석 모델과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Fig. 3.6.3-10은 

붕괴열의 변화에 따른 glass  ceramic waste form 캐니스터의 centerline 온도와 

캐니스터의 표면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캐니스터 당 붕괴열이 3 kW인 경우 glass 

waste form의 최 온도는 508 ℃인 반면, ceramic waste form의 최 온도는 450 ℃

로 나타났다. Ceramic waste form의 경우 캐니스터와 고화체 사이에 5 mm의 air 

gap이 있지만 고온에서는 복사열 달 향이 크고 glass의 열 도도가 ceramic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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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glass waste form의 온도가 ceramic waste form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났다. 

  랑스의 La-Hague의 유리고화시설은 150리터 캐니스터 이용하여 glass waste 

form을 포장하 으며, 캐니스터의 최  붕괴열을 3 kW로 설정하 다. 미국 

INEEL의 유리화폐기물 장시설 타당성 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Glass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최 온도는 glass의 이온도인 400 ~ 500 ℃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붕괴열이 3 kW인 경우 glass waste form의  최 온도가 

508 ℃로 계산되었으므로 최  붕괴열은 3 kW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온도는 캐니스터가 기 에 노출된 조건이며, 장시설 

는 장용기에 장 된 경우에는 캐니스터의 온도는 더 높게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안  여유도와 보수성을 감안하여 캐니스터의 최  붕괴열을 2 kW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6.3-11은 캐니스터의 붕괴열이 2.0, 2.5, 3.0 kW일 경우 캐니스터 

표면온도에 따른 centerline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Glass waste form의 경우 

붕괴열이 2.0, 2.5, 3.0 kW에서 centerline의 온도는 canister 표면온도에 비하여 각각 

194, 243, 291 ℃ 만큼 높게 나타났다. Centerline의 온도를 450 ℃로 제한하기 한 

캐니스터 표면의 온도는 붕괴열이 각각 2.0, 2.5, 3.0 kW인 경우에 256 ℃, 207 ℃, 

159 ℃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연구를 통하여 따라서 waste form의 장 허용온도를 만족시키기 한 

캐니스터의 최  붕괴열은 2 kW, 붕괴열 2 kw에서 캐니스터의 최  표면온도는 

250 ℃로 설정하 다. 

  본 연구결과는 이로 공정 waste form의 loading률 결정, 캐니스터 운반용기 

는 장시스템의 열 달해석을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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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8 Waste form storage canister

(a) Thermal analysis model (b) Temperature contour for canister

Fig. 3.6.3-9 Thermal analysis model and temperature contour waste 

form storag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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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10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anister as a variation 

of decay heat

Fig. 3.6.3-11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anister centerline as a 

variation of canister surface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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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aste Form 장시스템 열 달 시험 

     (가) 열 달 시험방법  차 

         Waste form 장용기의 열시험 모델은 1/4 축소모델을 사용하 다. 열시

험 모델은 22개의 장 , 모의 waste form인 기히터, 공기 순환을 한 흡배기

구와 유로, sandwich panel 벽체로 구성된다. 

  열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미국 National Instruments(NI)에서 제작된 6040E 계열

의 모델로서, 열  scanner,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 A/D converter  

PC로 구성되며, 시험측정 계통도는 Fig. 3.6.3-12와 같다. 열  scanner는 시험모델

에 부착된 열 에서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탐지하는 열  scanner는 

TC-2095 module 6개로 구성되며, 한 개의 module에는 32개의 열 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총 192개의 열 까지 연결할 수 있고, ±0.03℃ 이하의 측정정 도를 가

지고 있다.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는 열  Scanner에서 보내진 아날로

그신호의 잡음 제거  증폭을 수행하는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는 SCXI- 

1102 board 6개로 구성되며, 1개의 board에서는 32 channel의 신호 처리가 가능하

므로 총 192 channel까지 신호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0.5 ℃의 측정 정 도를 

갖는다. A/D Converter는 PC에 내장된 A/D converter는 미국 NI DAQ card- 

6036E로서,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에서 conditioning된 신호를 디지털신호

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는 PC에 설치된 LabView 로

그램에 의해 분석되고 장되며, 시험동안 과도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모니터

링한다. 

  열시험은 시험모델 내부의 모의 waste인 기히터의 발열량에 따른 정상조건 시

험을 수행하 다. 폐된 시험시설 내부공간에 시험모델을 설치하고, 기히터를 가

동하여 시험모델의 온도분포가 열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캐니스터, 공기 흡

배기구  환경온도와 공기 흡배기구에서의 유속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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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12 Temperature and flow velocity measuring system

     (나) 열 달 시험  결과 

          이로 공정물질은 냉각효율이 우수한 vault 방식으로 장될 정이며, 

vault 방식의 1/4 축소 시험모델을 이용하여 열 달시험을 수행하 다. 1개의 장

에는 3개의 캐니스터가 장 되며, 원형모델 기  캐니스터의 최  붕괴열은 3 

kW/Canister (9 kW/Tube) 이다. 축소시험 모델에서는 캐니스터 표면에서의 열유

속이 동일하도록 하여 최  열용량을 원형모델의 1/16인 560 W/Tube로 고려하

다. 열 달 시험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좀 더 안정 인 환경을 제공하기 해 Fig. 

3.6.3-13과 같이 시험시설에서 1/4 축소모델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Fig. 3.6.3-14는 시험모델의 열  설치 치를 보여주고 있다. 열 는 총 74개

를 설치하 으며, 18개의 장 의 상, ,하부에 각 3개씩 총 54개를 설치하 다. 모

듈의 입구에 3개, 하부 기온도 측정용 3개, 모듈 출구 3개, 배기구에 6개  상부 

기온도 측정용 3개이다. 

  열시험은 장  1개에서의 붕괴열 280 W, 420 W, 560 W 조건에 하여 캐니스

터의 온도, 공기 흡/배기구의 온도  유속을 측정하여 열 달 비안 성 평가를 

한 기본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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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시험은 주변온도가 일정한 환경 하에 장시스템의 온도가 열  평형상태에 도

달할 때까지 방치하는 조건으로 폐공간의 시험설비 내부에 시험모델을 설치하고 

시험모델의 온도분포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하 다. 열시험 

조건은 장  1개에서의 발열량이 280 W, 420 W, 560 W 조건이며, 시험모델에는 

총 22개의 장 이 설치되므로 총 열유량은 6.61 kW, 9.24 kW, 12.32 kW 조건에 

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은 열 와 측정계통이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기히터를 가

동하여 모델의 온도분포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충분한 시간을 유지하 다.

  Fig. 3.6.3-14는 열시험 모델의 열  설치 치이며, Table 3.6.3-4 ~ 3.6.3-6은 열

시험에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측정된 시험모델의 온도를 나타낸다. 시험모델

의 storage tube의 온도분포는 자연 류에 의하여 상부의 온도가 하부의 온도에 비

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Fig. 3.6.3-15는 시험모델의 심부에 치한 storage tube 

11번의 상/ /하부의 온도분포를 보여 다. 히터를 가동한지 약 12시간 이후에 시

험모델의 온도분포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 다.

Fig. 3.6.3-13 Thermal test model and meas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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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Form 저장시스템의 열시험 모델

o 열전대 위치

- Tube : 18 * 3 (54 points)

1,3,5,6,7,8,9,10,11,12,13

13,14,15,16,17,18,20,22 

- Module inlet

. A1, A2, A3, A4

- Ambient (하부)

. A5, A6, A7

- Module outlet

. B1, B2, B3, B4

- Air outlet 

. 상A1,  상2, 상A3

. 상B1, 상B2, 상B3

- Ambient (upper part)

. 상C1, 상C2, 상C3 

상C1, 상C2, 상C3

A-5, A-6, A-7

Fig. 3.6.3-14 Thermocouple location for temperature measurement of t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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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No.

Temp

.(℃)

T/C 

No.

Temp.

(℃)

T/C 

No.

Temp.

(℃)

T/C 

No.

Temp.

(℃)

1-1 121 9-1 109 15-1 103 A-1 9

1-2 148 9-2 139 15-2 145 A-2 9

1-3 163 9-3 17 15-3 172 A-3 9

3-1 126 10-1 119 16-1 91 A-4 8

3-2 155 10-2 153 16-2 134 A-5 10

3-3 181 10-3 176 16-3 180 A-6 7

5-1 109 11-1 100 17-1 93 B-1 26

5-2 143 11-2 142 17-2 137 B-2 31

5-3 169 11-3 184 17-3 170 B-3 53

6-1 110 12-1 123 18-1 85 B-4 45

6-2 149 12-2 162 18-2 75 상A-1 48

6-3 178 12-3 194 18-3 157 상A-2 50

7-1 109 13-1 79 20-1 95 상A-3 47

7-2 139 13-2 131 20-2 134 상B-1 51

7-3 178 13-3 169 20-3 169 상B-2 131

8-1 119 14-1 124 22-1 82 상B-3 48

8-2 153 14-2 147 22-2 124 상C-1 14

8-3 176 14-3 170 22-3 167 상C-2 15

Table 3.6.3-4 Thermal test results for heat generation of 28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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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No.

Temp

.(℃)

T/C 

No.

Temp.

(℃)

T/C 

No.

Temp.

(℃)

T/C 

No.

Temp.

(℃)

1-1 156 9-1 147 15-1 152 A-1 8

1-2 201 9-2 188 15-2 199 A-2 9

1-3 232 9-3 242 15-3 235 A-3 8

3-1 - 10-1 162 16-1 122 A-4 5

3-2 251 10-2 209 16-2 189 A-5 7

3-3 210 10-3 238 16-3 243 A-6 7

5-1 164 11-1 136 17-1 126 B-1 32

5-2 199 11-2 195 17-2 186 B-2 38

5-3 219 11-3 249 17-3 234 B-3 70

6-1 169 12-1 165 18-1 114 B-4 56

6-2 209 12-2 216 18-2 100 상A-1 60

6-3 244 12-3 259 18-3 213 상A-2 64

7-1 149 13-1 108 20-1 126 상A-3 58

7-2 195 13-2 178 20-2 178 상B-1 65

7-3 231 13-3 229 20-3 231 상B-2 46

8-1 148 14-1 170 22-1 108 상B-3 61

8-2 202 14-2 197 22-2 169 상C-1 14

8-3 242 14-3 227 22-3 229 상C-2 14

Table 3.6.3-5 Thermal test results for heat generation of 42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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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No.

Temp

.(℃)

T/C 

No.

Temp.

(℃)

T/C 

No.

Temp.

(℃)

T/C 

No.

Temp.

(℃)

1-1 180 9-1 171 15-1 178 A-1 3

1-2 236 9-2 219 15-2 235 A-2 4

1-3 274 9-3 282 15-3 278 A-3 4

3-1 - 10-1 189 16-1 144 A-4 -1

3-2 293 10-2 245 16-2 230 A-5 1

3-3 251 10-3 278 16-3 284 A-6 -2

5-1 192 11-1 157 17-1 153 B-1 33

5-2 235 11-2 230 17-2 201 B-2 41

5-3 256 11-3 290 17-3 281 B-3 79

6-1 198 12-1 193 18-1 133 B-4 62

6-2 244 12-2 254 18-2 116 상A-1 64

6-3 288 12-3 306 18-3 254 상A-2 69

7-1 176 13-1 127 20-1 147 상A-3 62

7-2 232 13-2 210 20-2 211 상B-1 70

7-3 273 13-3 272 20-3 273 상B-2 46

8-1 175 14-1 196 22-1 125 상B-3 65

8-2 236 14-2 231 22-2 196 상C-1 7

8-3 288 14-3 267 22-3 270 상C-2 8

Table 3.6.3-6 Thermal test results for heat generation of 56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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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15 Temperature profiles for storage tube-11

  2) Waste Form 장시스템 열 달 산모사  특성평가 

     Waste Form 장시스템의 열 달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축소모델을 이용한 

열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한 산해석을 수행하여 시험 

 해석결과에 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

    가) 장시스템의 열 달 산모사

        열 달 시험에서 사용된 1/4 축소모델에 한 열 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조건은 기온도 27 ℃에서 장시스템이 열 으로 평형상태가 유지된다고 가

정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 다. 시험모델의 기히터에서 방출되는 발열량은 

시험조건과 동일하며, 장  1개에서의 붕괴열 280 W, 420 W, 560 W을 고려하

다. 해석모델은 Fig. 3.6.3-16과 같이 3차원 모델을 사용하 다. 범용 열유동해석 

로그램인 FLUENT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장  내부의 기히터는 

모델링에서 제외하고 장  내부에서 열유속을 고려하 다. 해석모델은 123만개의 

cell과 74만개의 node로 구성된다. Fig. 3.6.3-17, Fig. 3.6.3-18은 장시스템 시험모델

의 온도분포  유속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공기의 부력에 의한 자연 류의 향으

로 모듈의 상부의 온도가 하부에서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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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16 Thermal analysis model for t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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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17 Temperature contours for test model

Fig. 3.6.3-18 Velocity contours for test model

  Table 3.6.3-7은 장용기 주요 부 에서의 온도측정 결과와 열해석 결과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열시험에서 기온도는 10 ℃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열해석에서는 

기온도를 27 ℃로 고려하 다. 따라서 열시험 결과에서는 시험과 해석의 기온

도 차이를 보상해 주었다. 열시험  해석결과가 10 % 이내로 서로 잘 일치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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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모델의 공기 흡배기구를 통한 열유동 상이 정확히 모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해석결과에 한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Table 3.6.3-8은 공기 배기구에서 측정된 평균 유속  온도와 FLUENT 해석결과

를 비교하 다. 배기구의 유속  온도 값을 이용하여 배기구를 통한 질량 유동률 

 열 달률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6.3-5)

      .......................................................................... (3.6.3-6)

    여기에서, 

      ṁ : Mass flow rate (kg/s)

      ρ : Density of air (kg/㎥)

      v : Velocity of air (m/s)

      A : Cross section area of duct outlet (㎡)

      Cp : Specific heat of air (J/kg․℃)

      Tout : Temperature of air at the duct outlet (℃) 

      Tamb : Ambient temperature (℃) 

  의 식 (3.6.3-5)와 식 (3.6.3-6)을 이용하여 장시스템에서 배기구를 통한 열 달

률을 계산하 으며, Table 3.6.3-9는 열시험  해석에서 계산된 배기구를 통한 열

달률을 비교하 다. 장  1개의 붕괴열이 560 W인 경우 시험모델의 내부 히터로

부터 발생되는 총 열량이 12,320 W이고 배기구를 통하여 빠져나간 열 달률은 시

험결과는 9,886 W, 해석결과는 9,175 W계산되어 체의 80 %, 74 %가 배기구를 통

하여 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Vault 장방식에서 배기구을 통한 자연 류 열

달률이 70 ~80 %로 평가되어 장시스템에 한 냉각효율성이 입증되었다.

  장시스템의 열시험  해석결과가 10 % 이내의 오차를 보 으며, 오차의 원인

을 분석해 보면 시험 측면에서는 시험모델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비 칭성, 내부 히터의 열 발생량, 열   측정시스템 등으로 의한 오차를 들 

수 있다. 해석 측면에서는 재질의 물성치, 특히 재질의 방사율이 범 하므로 방사

율 차이로 인하여 고온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산해석 모델에 한 격

자의 질, 경계조건, 수치해석 모델의 선정  수치해석 과정에서의 오차 등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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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이 시험  해석과정에서 다양한 오차 발생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10 % 이내의 오차를 보 으므로 해석결과에 한 신뢰성이 충분이 입증되었

다. 축소모델을 이용한 열시험  해석을 통하여 waste form 장시스템에 한 냉

각시스템 설계 자료를 확보하 으며, 본 연구결과는 장시스템의 설계를 한 기

본 자료로 활용될 정이다.

Temperature (℃)

Q = 280 W 420 W Q = 560 W

Test Analysis Test Analysis Test Analysis

Canister (upper) 205 224 272 284 324 348

Canister (average) 167 173 216 221 262 268

Air outlet 63 65 79 81 87 89

Ambient 27 27 27 27 27 27

Table 3.6.3-7 Comparison of temperatures for thermal test and analysis 

Heat transfer rate
Velocity (m/s) Temperature (℃)

Test Analysis Test Analysis

Q = 280 W 0.67 0.61 63 65

Q = 420 W 0.74 0.68 79 81

Q = 560 W 0.88 0.78 87 89

Table 3.6.3-8 Comparison of temperature and flow velocity for air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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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Q = 280 W Q = 420 W Q = 560 W

Test Analysis Test Analysis Test Analysis

Heat transfer rate (W) 4,498 4,315 7,105 6,842 9,886 9,175

Heat transfer ratio (%) 73 70 77 74 80 74

Table 3.6.3-9 Comparisons of heat transfer rates from the air outlet between 

the thermal test and analysis of sca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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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수물/Waste Form 포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Canister 시험모델 개발 

1. 회수물/Waste Form 특성  발생량 평가

 가. PYRO공정 개요

재 원자력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발 략은 우라늄 

자원의 활용 극 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재활용에 따른 핵확산 험성 감소, 

처분 상 고 폐기물 부피와 환경 해도 최소화, 그리고 핵연료주기의 경제성 향

상이 기본 방향이다. 한 이를 통해 장기 으로는 제4세  원자로시스템의 기술  

요건에 부합되는 재순환기술의 완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3.7.1-1 ~ 2]. 미래원자력시

스템에서 PYRO 처리기술이 미래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해분리 

특성을 이용한 핵연료물질의 공회수, 그리고 회수 핵연료물질의 Self Protection 

Criteria 기  등을 만족하고, 본질 으로 핵확산 항성이 있다는 이다. PYRO 처

리공정에서 반응매질로 사용되는 용융염(LiCl 혹은 LiCl- KCL 공융 용융염)은 방사

선  고온에 매우 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고 임계 리가 매우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3.7.1-3]. 그러나 PYRO 처리기술은 회분식 장치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 확장성 등이 습식 재처리 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불리하고, 고온 

용융염(500 ~ 750 °C) 취  어려움, 그리고 장치재료의 부식성 등의 기술  단 을 

가지고 있다. 1997년부터 본격 으로 PYRO 공정개발을 착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 등이 이미 50여 년의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을 확

보하고 있는 만큼, 원천기술과 차별화된 기술개발 략의 추진과 함께 신기술이 

반 된 신개념의 장치개발에 주력하여 일부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

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속식 운 개념을 도입한 처리용량  효율의 극

화, 신개념 장치개발,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고정화 기술, 그리고 처분과 

연계된 독자 인 통합폐기물 리기술개발 등을 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PYRO 단 공정 개요  회수물과 Waste Stream

  1) HT Voloxidation 공정

1997년도에 PWR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과 고방열성 핵종의 선택  제거를 

해 Voloxidation과 리튬환원공정으로 구성된 PYRO Flow Sheet를 최 로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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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당시 Voloxidation 공정은 산화물 핵연료의 표면  증가에 의한 우라늄 산

화물의 속 환속도 향상과 Cladding의 잔류 핵물질 최소화 목 으로 도입하 다. 

Voloxidation 공정의 운 개념은 500 °C  과잉공기 분 기에서 Pellet 형태의 산

화물핵연료를 10 ~ 30 μm 크기의 입자로 분말화하고, 휘발성 핵종의 제거는 고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도입한 해환원공정에서는 I2와  Li 속과 반응하여 

Li2I를 생성하고, 이는 Li2O의 해  -2.47 V의 역에서 분해되어 양극 성능  

해효율 감소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200 °C의 온도  

진공조건에서 일부 핵종을 선택 으로 제거하고, 핵연료물질을 덩어리 형태로 회수

할 수 있는 HT Voloxidation 공정을 도입하 다[3.7.1-4 ~ 5]. 특히 PYRO 처리공정

에서 HT Voloxidation 공정은 해환원공정에서의 속 환율 향상, 비교  큰 입

자크기의 뭉침형태 핵물질 제조, 잔류 용융염 최소화, Hull의 TRU 잔류 함량 최소

화(100 nCi/g)를 기할 수 있다는 장 을 제공한다[3.7.1-6]. HT Voloxidation 공정은 

장반감기 핵종과 고방열성 핵종인 I-129, Tc-99  Cs-137의 제거효율, 그리고 최  

흡착제 선정  소요량, 이들 폐기물발생량  특성에 한 정량 인 평가, 그리고 

심지층 처분과 연계한 통합 폐기물 리 략을 고려하여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재 HT Voloxidation 기술은 Bench-scale 장치를 

이용한 휘발성 핵종의 제거율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HT 

Voloxidation 공정은 4개 구역으로 구분된 가열로로 구성되고, 운 과정 에는 수

평, 그리고 핵연료 물질의 도입  회수단계에서는 수직상태로 유지하는 장치개념

을 도입하 다. 그리고 휘발성 가스 제거를 한 Filter Unit는 Mesh 혹은 Disk 형

태의 흡착제를 다단으로 설치하는 개념을 용하 다. HT Voloxidation 공정개념은 

500 °C에서 과잉 공기분 기에서 핵연료 물질 산화, 그리고 1200 °C  진공조건에

서 휘발성  휘발성 핵종제거와 동시에 2 ~ 6 mm 크기의 핵연료물질 응집체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약 1200° C의 100 mTorr 진공압 조건에서 휘

발성   휘발성 핵종의 제거단계, 그리고 그림 5와 같은 다공성의 핵연료 응집

체를 제조하는 단계를 거친다.

   가) 회수물 Stream

HT Voloxidation 공정에서 핵물질은 다공성 핵연료 응집체 형태로 99 % 이

상 회수될 것으로 상되나, LT Voloxidation 공정과 비교하여 과잉공기  진공에 

의한 비산 미세입자에 의한 손실량이 상 으로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 부분

의 핵연료물질은 그림 3.7.1-1과 같이 2 ~ 6 mm 크기의 응집체 형태로 회수된다. 

이 응집체는 단순히 물리 으로 결합된 상태로, 핵연료 물질 취 의 용이성,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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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환원공정에서 일체형 음극의 바스켓에 공 하는 과정에서 손실  속 환과

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Li2O 축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 3.7.1-1. Porous Uranium Oxide Aggregate from HT Voloxidation.

   나) 폐기물 Stream

HT Voloxidation 공정은 휘발성 핵종 휘발율과 제거율의 기 요건(>99.99 

%) 달성여부가 매우 요하다. 이와 같은 기 요건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핵

분열생성물은 여러 폐기물 Stream으로 분산으로 인해 폐기물 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HT Voloxidation 공정에서 제시되는 핵종 제거율은 표 3.7.1-1과 

같다. 특히 주목해야 할 핵종인 Cs의 제거율은 약 98 %로, 나머지 2 %는 해환원

공정의 LiCl 용융염계에서 회수되기 때문에 기술 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이 속인 Ru, Rh, Te  Mo 등도 제거되지 않은 나머지 이들 물질은 해정

련공정의 Anode Basket에서 다른 속들과 동반 회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

는다. 그러나 특히 장반기 핵종인 I  Tc 등은 반드시 다른 폐기물로의 오염방지를 

해서 가능한 제염계수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Off-gas 처리시스템

에서 이들 핵종은 제거율은 반드시 99.99 % 이상 요건의 만족이 필수 이다. 이와 

같은 공정 요건의 달성은 환경오염의 최소화, 후속공정에서의 효율 극 화, 그리고 

폐기물 리측면에서 여러 장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Ps H C Kr I Br Cs Rb Cd Tc Ru Rh Te Mo

FP Removal 
(%) 100 100 100 100 100 98 98 98 100 98 83 53 62

Table 3.7.1-1. Removal of Volatile FPS from HT Vol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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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재  피복  Waste Stream 

HT Voloxidation 공정에서 발생된 피복  폐기물은 그림 3.7.1-2와 같이 약 1 ~ 

5 cm 크기이다. 피복 은 체로 내부 깊이 2 μm 역까지 TRU 함량이 100 

nCi/g 이상이고, 그 외 다른 부 는 이보다 낮은 값을 유지한다[3.7.1-7]. 그러나 이

들 폐기물은 100 nCi/g 이상의 값을 일정 부 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GTCC 

이상의 폐기물로 분류될 것으로 상된다. 피복 은 내부의 일정부 까지 TRU 핵

종 오염으로 인해 습식 혹은 건식 세척방법에 의한 제염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구조재와 피복 의 속폐기물은 제염 혹은 회수방법보다는 해정

련공정에서 발생되는 NM 속과 혼합하여 속 Waste Form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고압 압축방법을 도입하여 구조재와 

피복 의 부피를 최소화하고, GTCC 이상의 폐기물로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Fig. 3.7.1-2 Zircaloy Cladding Hulls.

 I-129 Waste Stream 

HT Voloxidation 단계에서 휘발성 핵종은 여러 단의 필터 Media로 구성된 Fiter 

Cartridge에서 단계 으로 제거된다. 장반감기 핵종인 I-129는 Silver Zeolite로 제거

하고, 이 과정에서 Br과 Halogen 핵종도 함께 제거된다. Ag-Z의 흡착용량은 약 80 

~ 120 mg-I2/g 으로, 제염계수와 핵종의 loading 율이 우수한 흡착제로 평가를 받

고 있고 있다. 그러나 I-129 흡착 Ag-Z는 Waste Form으로 제조하기가 매우 어렵다

는 단 이 있다[3.7.1-8 ~ 10]. EPA의 40CFR190에서는 I-129의 최소요구 제염계수를 

178(99 % 이상의 제거율)로 규정하고, 환경으로의 방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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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FR61.55에서는 I-129의 방사능 세기가 0.08 Ci/m3 이하인 폐기물을 LLW Class 

C로 분류하고 있다. Iodine 흡착 Ag-Z 폐기물의 잠재  Waste Form은 융  유

리, 시멘트  Geopolymer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GNEP에서는 Iodine 흡착 

Ag-Z를 시멘트 매질을 이용하여 고정화하는 방안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Waste Form 제조과정에서 Iodine 흡착 Ag-Z는 500 °C 이상의 온도에서 

Iodine의 휘발, 그리고 수분에 의한 Iodine 용해도를 억제시키기 해 CaI2를 첨가

한다. 수 십년의 PUREX 재처리 시설의 운 에도 불구하고 Iodine  Waste Form의 

기술개발 수 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Cs-137(Rb, Cd) Waste Stream 

Cs은 반감기가 30년인 고방열성 핵종으로 처분 리 측면에서 매우 요한 핵종

이다. HT Voloxidation 공정에서 휘발된 Cs은 화력발 소 등에서 부산물로 발생된 

Fly Ash를 이용하여 선택 으로 제거하고, 폐 Fly Ash는 Pollucite로 변환된다. Fly 

Ash의 Cs 흡착용량은 5.3 g/g-Cs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Cs 흡착 

생성물인 Pollucite는 이들 핵종에 해 우수한 고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3.7.1-11 

~ 13]. 미국 GNEP의 IWMS(Integrated Waste Management Strategy)에서는 Cs 

Waste Form를 약 300년 동안 붕괴 장하고, LLW Class C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

을 도입하고 있다. 반감기가 30년인 Cs-137은 10회의 반감기 동안 약 1/1000로 감

소한다. Fly Ash는 Cs이외에 휘발된 Rb, Cd도 동반 흡착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핵종의 흡착용량은 약 8.3 g/g-Rb,Cd으로 99 % 이상의 제거효율을 갖는다. 그러나 

Cs-137의 고방열성 특성과 제거효율을 고려하여 Filter Media는 한 체 과 

하게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Fly Ash Waste Form

은 부피 최소화만을 고려하여 단 체 당 열부하가 과도한 높은 경우, 장 리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Filter Media는 Cs의 제거용량을 

고려한 한 설계여유, 그리고 Fly Ash Waste Form 제조과정에서도 반드시 열부

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Fly Ash의 고정화는 Pollucite가 안정한 물질임을 고려

하여 Matrix없이 Encapsulation 하는 방안, 융  유리  Grout Matrix를 이용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Encapsulation 방안은 포장  장단계에서의 

안 성을 해 Filter Media가 입자 혹은 분말 형태가 아닌 안정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Pollucite(CsAlSi2O6)의 온도 제한요건은 1500 °C

이하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Pollucite의 고정화 물질로 Geopolymer를 고려하고 

있으며, Geopolymer는 열팽창계수와 크리  항에 한 양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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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99(Ru, Rh, Te, Mo) Waste Stream 

Tc-99는 반감기가 213,000년인 장반감기 핵종으로 처분 안 성 에서 주목해

야 할 핵종이다. HT Voloxidation 공정에서 휘발된 Tc2O7와 Calcia와의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선택 으로 제거한다. 

  CaO(s) + Tc2O7(g) → Ca(TcO4)2(s) , 5CaO(s) + Tc2O7(g) → Ca5Tc2O12(s)

  GNEP의 UREX+1a 기 공정에서는 회수 Tc 산화물을 처분 안 성을 해 속

으로 환한 다음, 기타 속폐기물과 혼합하여 속 Waste Form으로 제조하는 방

안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 으로 Tc의 Waste Form은 경제성보다는 처분안

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환경으로의 효율  차단  격리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Waste Form으로 변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

 고정화 물질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융  유리와 세라믹을 잠재  

Matrix로 고려하 다. Calcia는 Tc이외에 휘발된 C4, Ru, Mo, Rh, Te 등도 동반 제

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7.1-14]. Calcia는 Tc, Ru, Rh, Te, Mo 등에 한 제거

용량은 각각 1.6, 3.1, 3.1, 7.6, 3.2 g-CaO/g 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Glass Waste Form은 Mo, Ru, Rh  Pd에 한 낮은 용해도로 인해 Mo는 2 wt%, 

Rh+Ru+Pd는 3wt% 이내로 농도를 제한하고 있다. 

 C-14 Waste Stream 

UREX+1a공정에서는 C-14를 Head-end 공정에서 산화시킨 다음,  NaOH 용액으

로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PYRO 공정에서는 공정특성으로 인해 

습식 제거방법보다는 건식 제거방법이 기술 ,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PYRO Flow Sheet에서는 C-14를 산화시킨 다음, CaO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aO는 CO2이외에 휘발된 Tc, 

Mo, Rh  Te 등의 TMFP 등도 동반 제거한다. GNEP에서는 C-14 Waste를 HTO

와 혼합하여 Grout Waste Form으로 제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Grout Waste 

Form은 NRC 191의 규정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PWR SF의 C-14는 500 °C의 온도

조건의 Voloxidation 공정에서 약 50 %, 1200 °C의 HT Voloxidation 공정에서는 

량 휘발되고, CaO는  26.1 g-CaO/g-C의 CO2 제거용량을 가지고 있다. 

 H-3 Waste Stream 

NRC 10CFR20에서 H-3 제염계수는 1,000 이상, 99.9 % 이상의 제거율을 요구하

고 있다. HT Voloxidation 공정에서 휘발된 HT는 Cuprite(CuO) 매하에서 HTO

로 변환하고 제올라이트 3A(혹은 5A)로 흡착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I-129 등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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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제거 가능성이 있다. Grout Waste form은 혼합과 경화과정에서 폐기물 성분

의 휘발을 감소시키기 해 수분함량이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Grout Waste 

form은 드럼에서 포틀랜드 시멘트, fly-ash, 모래와 액체폐기물의 혼합, 그리고 양생

되는 과정을 거치며,  NRC 1991와 NRC position paper에서 제시된 기술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Grout Waste Form에서 특정 핵종의 확산계수는 통상 으로 

ANSI/ANS 16.1의 침출시험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되고, 이는 구조  특성과 제조요

건을 만족하면 가혹조건에서도 천년이상의 기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 으로 

가지고 있다. 

 Kr과 Xe의 Waste Stream 

30년 미만 냉각기간의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Kr-85(반감기 : 10.76년)는 

붕괴 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Xe는 공기 으로 배출에도 무방하다. 일

반 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Kr-85는 -80 °C의 온에서 HM 

(Hyrodogen Modenite)로 흡착, 그리고 탈착과정을 거쳐 회수된 Kr-85은 고압 압축

하여 압력탱크에 일정기간 붕괴 장한 다음, 공기 으로 배출한다[3.7.1-15~16]. 

  2) 해환원공정(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가) 공정 개요

P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TRU 속을 공회수하기 해서는 먼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속으로 환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980년  미국

의 ANL(Argonne National Labortory)에서 개발된 리튬환원기술은 PWR 사용후핵

연료를 속으로 환하고, 해정련  제련공정과 연계하여 우라늄과 우라늄 

속을 공회수한 다음, 이를 EBR-II의 속핵연료의 제조목 으로 개발된 공정이다. 

리튬환원기술은 1990년말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시험까지 완료하 으나, 처리

용량 비 반응매질인 LiCl 용융염의 소요량이 과도하고, 97 % 정도의 낮은 속

환율, 그리고 환원물질인 리튬 속으로 인한 불활성분 기 유지 등의 문제 으로 

인해 더 이상의 공정개발 진 이 없었다. 2002년도에 비로소 리튬환원기술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의 해환원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독자 으로 

개발하 다. 본 기술의 기본개념은 그림 3.7.1-3과 같이 LiCl-Li2O 복합 용융염계에

서 Li2O의 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Li 속과 산화물 핵연료와의 직  반응에 의해 

속으로 환되는 기술로 공정장치가 매우 단순하며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다[3.7.1-17]. 재 해환원기술은 20 kgHM/batch 규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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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장치의 성능평가 성공 으로 완료하 다. 공학규모의 해환원장치는 99 % 이

상의 속 환율, 그리고 해환원반응 구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특성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앞으로 실용화를 해서는 처리용량의 획기  향상을 한 신개념의 장

치개념의 개발과 병행하여 주요 핵종의 해거동 규명, 그리고 공정변수의 최 화 

연구, 원격운  향상을 한 장치 모듈화 등 장치 설계연구를 으로 수행하여

야 할 것으로 단된다. 

  HT Voloxidation 공정에서 회수된 2 ~ 6 mm 크기의 산화물 응집체는 해환원

장치의 일체형 Cathode 시스템에 도입되고, 650 °C의 LiCl-Li2O계에서 이들 산화물 

핵연료의 우라늄, TRU  NM 산화물은 속 환되고, 나머지 핵분열생성물은 아

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U  TRU(Pu, Am, Cm, Np)의 산화물 : 우라늄  TRU 산화물은 다음과 같

은 반응식에 의해 99 % 이상 속으로 환되며, 이들 산화물과 속은 LiCl 

용융염계에 한 용해도가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UO2 + 4Li → U + 2Li2O

O2

O2-

LiCl-Li2O

Integrated Cathode
Assembly

U3O8
Powder

Magnesia
Membrane

- +

Li+

Li

e-

기술 특징

High Yield & High Purity

Mild Operating Condition

Economic 

Evironmentally Friendly

High Yield & High Purity

Mild Operating Condition

Economic 

Evironmentally Friendly

Reaction Mechanism 

Cathode : Reduction

2Li+ + 2e-→ 2Li

U3O8 + 16Li → 3U + 8Li2O

Li2O → 2Li+ + O2-

Anode : Oxidation

O2-→½O2 + 2e-

Fig. 3.7.1-3  Schematic Diagram of Electrolytic Reduction Technology.

  ○ 알카리  알카리 토 속계열 산화물(Cs, Sr  Ba 등) : 이들 산화물은 다음

과 같은 반응에 의해 염화물로 환되고, 이들 물질은 LiCl 용융염계에 용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환원단계에서 이들 물질은 다른 속과 

선택 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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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2O + 2LiCl → 2CsCl + Li2O

     SrO + 2LiCl → SrCl2 + Li2O

  ○ RE(Rare Earth) 산화물 : 희토류 산화물의 해환원 반응메카니즘은 Li2O의 농

도에 의한 향이 매우 크다. 특히 Li2O의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아래와 같

은 반응에 의해 리튬복합산화물을 생성한다. 그러나 각 희토류 산화물이 Li

속과 반응하여 속을 생성하는 반응을 진행하기 한 각 원소의 Li2O 임계농

도가 서로 상이하다. 비교  낮은 Li2O의 농도조건에서만 희토류 산화물의 

속 환이 가능하다. 결론 으로 해환원과정에서 희토류 산화물의 속 환

을 해서는 Li2O의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으로 Li2O 

농도 1 wt% 이하인 조건에서 약 희토류산화물의 20 ~ 30 % 정도만이 속으

로 환될 것으로 상된다.

     RE2O3 + Li2O → 2LiREO2 

  ○ Noble Metal 산화물 : 귀 속 산화물은 우라늄  TRU와 함께 99 % 이상 

속으로 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환원공정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은 LiCl-Li2O 이외에 반응과정에서 염화

물  Li 속 화합물로 환된 AM, AEM, I, Br, Se, Eu 등이 포함된다. 일반 으로 

LiCl 폐용융염은 제올라이트 4 A로 내포시킨 다음, Glass Frit와 혼합하여 약 915 ~ 

950 °C 조건에서 Glass-bonded Ceramic형태의 Waste Form으로 제조한다. 재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기술개발 수 은 기술실증단계로, Waste 

Form 제조요건, 내침출성  내방사선 등 처분 안 성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이

다. LiCl 폐용융염에 포함된 1가의 Cs-137은 2가의 Ba-137, 그리고 Sr-90는 β와 γ 

붕괴를 통해 2가의 Y-90과 4가의 Zr-90을 생성한다. 이들 핵종을 포함하고 있는 

Waste Form은 처분 안 성 확보를 해서 한 Charge Compensation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UREX+1a 공정에서 회수되는 Cs2O와 SrO는 Fe2O3 혹은 SnO2를 이

용한 Charge Compensation을 강구하고 있다[3.7.1-18]. 따라서 해제련과정에서 발

생되는 Cl2 가스 제거 Trap에서 발생되는 FeCl3를 이용한 Charge Compensation을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LiCl 폐용융염은 NWPA 규정에 의하면 HLW로의 분류

된다. GNEP에서는 LiCl 폐용융염을 처분 상 고 폐기물의 최소화 방안으로 붕

괴 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300여년의 붕괴 장을 통해 최종 으로 LLW Class C로 

처분하는 략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다.  LiCl 폐용융염은 Sr, Cs 이외에 Ba, Rb, 

Br, Se 등도 포함된다[3.7.1-19]. 특히 Br  Se 등은 해환원단계에서 생성된 Li 

속과 반응하여 Li 화합물을 생성하고, Li2O의 분해 와 유사한 에서 Li화합물



- 675 -

이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류효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9년도 AFCI 보고서에 의하면 SFR 속핵연료의 해정련과정에서 I의 99.9 %가 

용융염계에 잔류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환원단계에서는 이들 물질의 

해반응특성, 낮은 비등 , 과잉의 리튬 속 존재, 그리고 용해도를 고려하여 Br과 

Se는 100 %가 용융염계에 분배된다고 가정하 다. 결론 으로 해환원공정에서 배

출되는 LiCl 폐용융염은 표 3.7.1-2와 같이 염화물로 환되는 알카리  알카리 토

속 이외에 Li 속화합물을 생성하는 Br, Se, 그리고 극소량의 우라늄과 TRU 산

화물 혹은 속 등이 존재하며, 이를 기 으로 폐기물 발생량,  방사능 세기   붕

괴열 등 특성을 분석․평가하 다. 

Element wt %(SNF 비) Element wt %(SNF 비)

U 0.1 Rb 2

TRU 0.01 Se 100

Cs 2 Ba 100

Sr 100

Table 3.7.1-2. Composition of LiCl Waste Salt from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나) 회수물 Stream

해환원공정의 일체형 음극에서 회수된 속 환체는 99 % 이상의 우라늄, 

TRU  NM 속과 약 20 ~ 30%의 희토류 속 속, 그리고 약 1% 미만의 우라

늄, TRU  NM 산화물, 약 70 ~ 80 %의 희토류 산화물 혹은 리튬복합산화물, 그

리고  20 ~ 30 % LiCl-Li2O 잔류용융염 등으로 구성된다. 회수된 속 환체는 

Smelting 공정으로 도입되어 900 ~ 950 °C의 조건에서 잔류 용융염의 제거, 그리고 

1200 °C 온도조건에서 속 Ingot를 제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산화물 

형태의 미 환물질은 용융된 속으로부터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 속 환체로부

터 분리된 잔류 용융염과 미 환 산화물, 즉 Dross는 다시 해환원공정에 재도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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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폐기물  Stream

반응 기 용융염 조성은 LiCl-Li2O(~1 wt%) 이며, 해환원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Cs, Sr  Ba 등은 염화물로 환되고 LiCl 용융염계에서 용해된다. 반응 기 

Li2O의 농도는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속 환율 향상  부식 억제 등의 측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Li2O의 기농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체

형 Cathode에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과정에서 생성된 Li2O가 LiCl 용융염계로 

다시 재용해되는 속도와 한 계가 있다. 본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미국 INL은 재 1 wt% 이하의 Li2O 기농도 조건하에서도 효율

으로 속 환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환원공정에서 Waste 

Stream은 LiCl 폐용융염과 Smelting 단계에서 회수되는 Dross로 구분할 수 있다. 

LiCl 폐용융염에는 Sr, Ba  Eu 등의 핵종과 고체상의 장치재료 부식생성물 등이 

포함될 것으로 상된다. LiCl 폐용융염은 고방열성 핵종과 부식생성물의 축 으로 

인해 해환원 반응효율 하  속 환체로의 불순물 유입 등의 향으로 인해 

재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Smelting 단계에서 발생되는 Dross는 미 환 U, TRU, NM, RE 산화물과 LiREO2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우라늄과 TRU의 99.9 % 이상의 속 환으로 인해 Dross에

는 0.1 % 이하의 핵연료물질만이 포함될 것으로 상된다. 해환원공정의 운 과

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기타 폐기물은 극 연체로 사용되는 세라믹 튜 와 

일체형 Cathode 시스템의 STS 재질의 Mesh 등이다. 극의 연체는 일반 으로 

마그네시아 혹은 알루미나 튜 를 사용하고 있으나, 반응기 온도 상승과정에서 부

분 손이 불가피하고 10회 정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이들 세라믹 

폐기물은 직 으로 핵연료 물질로 부터의 오염의 가능성은 매우 다. 그리고 일

체형 Cathode의 STS Mesh는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의 부식으로 인해 10회 

이상의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이들 속 폐기물은 고 폐기물로 분

류될 것으로 단되고, 해정련공정의 Anode Basket의 NM 잔류물 혹은 Hulls과 

혼합하여 속 Waste Form으로 제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 Smelting 

공정은 약 1200 °C의 고온조건에서 사용되는 탄소 반응기의 폐기물이 발생된다. 탄

소 반응기는 속 환체 회수과정에서 손 혹은 손상으로 인해 약 20회 사용 다음

에는 교체해야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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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정련공정의 회수물과 폐기물 Stream

   가) 해정련공정 개요(Electrorefining Process)

해환원단계에서 회수된 속 환체(U, TRU & NM)는 해정련공정으로 

도입되고, 95 % 이상 차지하고 있는 잉여 우라늄 속은 이 과정에서 부분 회수

된다[3.7.1-20 ~ 21]. 해정련공정은 속 환체의 양극용해, 동시에 음극에서 우라

늄만을 선택 으로 회수한다. 그리고 회수 우라늄 속의 잔류 용융염 제거  용

융을 한 Cathdoe Processing 단계를 수행한다.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하고 있는 해정련장치는 미국 MARK-IV 장치개념과 유사하며, 우라늄 속의 회

수속도와 연속식 운 개념의 용을 해 그림 3.7.1-4와 같은 형태의 Andoe 

Basket를 이용한다. 해환원장치에서 회수된 속 환체는 Anode Basket에 도입하

기 해서 한 크기로 단하거나 혹은 해환원장치의 Cathode를 직  Anode 

Basket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 해정련공정의 용융염 매질은 LiCl-KCl로 해

환원공정과 조성은 다르지만 동일한 종류의 용융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만약 공융조성으로 인한 해반응에 향을 미친다면 KCl를 

추가로 공 하여 용융염의 조성을 조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재 기 공정의 

Flow sheet에서는 해환원공정에서 잔류 용융염 제거  용융을 한 Smelting 장

치, 그리고 Ingot 단장치 등의 소요에 해서는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앞으

로 KAPF 설계를 해서는 정확한 공정  장치개념에 한 것을 제시해야 할 것으

로 단된다. Anode Basket에 도입된 속 환체는 양극에서 속 환체의 양극용

해 반응과 음극에서 U 이온의 환원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해반응 메카니즘에 

의해 우라늄 속만을 선택 으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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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4  Anode System of Electroref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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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정련공정은 일반 으로 탄소강 재질의 고체 극을 이용한다. 우라늄 속이

온은 -1.4 V의 비교  낮은 역에서 환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TRU  RE 원소의 환원  값은 -1.6 V 이상으로 우라늄 속이온에 비해 상

으로 높다. 따라서 약 -1.4 V의  역에서는 우라늄 속만을 착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  용량이 작은 장치에서는 항 등으로 인한 구배가 매우 작기 때

문에 우라늄만의 착이 가능하지만, 용량의 장치에서는 구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라늄만의 착이외에 소량의 TRU  RE 핵종등도 착될 것으로 상되

며, 우라늄 속 제염계수는 매우 낮을 것으로 단된다. 

   나) 회수물 Stream

해정련단계의 양극용해 과정에서 U, TRU, RE 속은 용해되는 반면에 Tc

을 비롯한 NM 속은 용해되지 않고 양극 Basket에 잔류한다. 그러나 Cathode에 

착된 우라늄 속은 PuCl3와 반응하여 우라늄 염화물로 환되는 부반응도 아울

러 진행된다. 07년도 한․미공동연구 로그램인 KAERI-10에서 실험결과, 회수 우

라늄 속은 약 2,000 ppm의 TRU가 포함됨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다) 폐기물 Stream 

해정련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Stream은 Anode Basket의 NM 속 잔

류물이 유일하다. STS 재질의 Anode Basket은 고온 용융염계에서 부식, 그리고 

Basket의 NM 속 잔류물의 제거 어려움으로 약 10회 정도 사용한 다음 Anode 

Basket 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미 환 RE 산화물이 속 환

체와 함께 해정련공정에 도입되면 이들 물질은 UCl3와 반응하여 UO 혹은 UO2를 

생성하는 반응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들 부반응은 Initiator인 UCl3의 농도를 감소시

키고, 우라늄 산화물을 분리 회수한 다음, 해환원공정으로 재도입하고, 이를 다시 

속 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선행공정에서 미 환 산화물의 

제거는 해정련공정의 운 성 향상을 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Cathode 

Processor로 도입되는 Dendrite 형태의 우라늄 속은 약 30 wt%의 잔류 용융염, 

그리고 일부 UCl3를 포함하고 있다. Cathode Processor공정은 700 ~ 900 °C 온도조

건에서 잔류 용융염제거, 그리고 약 1300 °C 온도조건에서 우라늄 속의 운 단계

로 구성된다. 특히 약 30 wt%의 잔류 용융염은 회수한 다음, 다시 해정련공정으

로 재도입하기 때문에 Waste Stream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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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제련공정의 회수물과 폐기물 Stream

   가) 해제련공정(Electrowinning Process)의 개요

해정련공정에서 용융염계의 루토늄 이온이 일정농도(U/Pu : 2.5 ~ 3)에 

도달하면 우라늄 속의 회수를 단하고, 이들 용융염은 해제련공정으로 도입한

다. 해제련 단계에서는 TRU 속의 공회수 특성이 매우 우수한 액체 Cd 음극을 

이용한다. 액체 Cd 음극에 공회수된 TRU 속은 Cd 속 제거하는 Cd Distillator 

단계를 [3.7.1-22]. 재 해제련기술은 Bench-scale 기술개발 단계로 액체음극의 성

능향상을 한 연구를 으로 수행하고 있다. 재 액체음극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Cd 속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라늄, TRU  RE 속이온과 합 형

성에 의한 거의 유사한 환원  조건에서 공회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

나 우라늄 속은 액체 Cd 속표면에 Dendrite 형태의 속생성에 의해 합  형

성을 방해한다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물리  상을 방지하기 해서 액체 속 

도가니에 founding 장치를 설치하고, 교반효과에 의한 Dendrite 우라늄 속의 생

성을 방지하고 있으나, 이를 장치개념에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단

된다. 해제련공정에서의  다른 문제 은 용융 Cd 속 고유의 화학  특성이다. 

Cd 속은 화학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일 뿐만 아니라, 증기압이 매우 낮아 500 

°C의 온도조건에서 증발속도가 무 빠르다는 이다. 물론 액체음극의 형상 최

화  기타 방법에 의해 증발속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유럽  일본 등에서는 공분리 요건을 만족하는 고체 극의 개발에 역

을 두고 있다. 일례로 다공성 알루미늄 극을 개발하고 있으나, 높은 환원  

등으로 액체 Cd 극보다 성능이 열세일 것으로 단된다. 앞으로 상용화를 해서

는 Cd 증발  Dendrite 우라늄 속의 생성억제 등의 문제  해결은 물론 액체 

Cd 극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는 극재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나) 폐기물 Stream

 Cl2 Waste Stream

해제련공정의 액체 Cd음극에서는 U-TRU-RE 속이온의 환원, 그리고 양극에

서는 염소이온의 산화반응에 의해 염소가스가 발생된다. 양극에서 발생되는 염소가

스는 한 처리가 강구되어야 하는 유독성  부식성 가스이다. 이 단계에서 발

생되는 염소가스의 양은 약 8 kg/MTHM 정도이며, 일반 으로 NaOH 용액으로 

Scurbbing 방법에 의해 제거한다. 그러나 수분  산소의 농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불활성 분 기 요건, 그리고 산소  수분에 매우 취약한 핵물질  원료물질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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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PYRO 공정에서는 건식처리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해제련공정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는 Fe 속을 이용한 건식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발생된 철염화물은 폐용융염과 같이 동일한 처리방법 혹은 폐용융염에 용해처

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Cd Distillator의 Waste Stream

해제련단계에서 회수된 액체음극의 공 착물은 Cd Distillator에서 TUR 속

만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 으로 액체 Cd 극는 U-TRU-RE 공 착물의 

용해도는 약 4 ~ 5 % 정도이지만, Intermetallic Phase까지 고려하면 약 9~10 wt% 

공 착물의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약 1 kg의 U-TRU-RE 공 착에 소요되는 액체 

Cd 속의 양은 약 9 ~ 10 kg이다.  Cd Distillator는 2단계 운 으로 진행되는데, 

첫단계는 약 500 °C  100 torr의 진공조건에서 Bulk상 Cd 속의 증발 유도, 그

리고 약 750 °C의 조건에서 나머지 Cd 속의 증발을 통해 분말형태의 U-TRU-RE 

속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회수한 Cd 속은 부분 해제련공정에서 재사용한

다. 

  5) 잔류 TRU  RE 회수공정의 Waste Stream

   가) U/TRU 속회수와 RE Waste Stream

해제련공정에서 발생되는 용융염에는 상당량의 U, TRU  RE 속염화

물이 존재한다. 이들 핵연료물질은 분배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해제련과 

산화침 방법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TRU와 

RE 속이온을 U-Cd와 Li-Cd 속의 환원제를 이용하여 속으로 환원한 다음, 

Cd 속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99 % 이상 회수를 해서는 여러 단계가 요구된

다. 두 번째 방법은 해제련과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액체음극으로 공회수, 그리고 

나머지 잔류 RE 속이온은 산소를 이용하여 침  회수하는 방법이다. 특히 해제

련단계에서 류 도의 증가에 따라 우라늄, TRU와 비교하여 RE 속이온의 착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용융염계의 잔류 핵연료물질을 재

회수하는 단계에서는 해제련 반응특성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TRU를 99.99 % 이상 

회수하고, 나머지 잔류 RE 속이온은 산소로 직  산화시켜 회수한다. 회수된 

RE2O3는 Glass, Pyrpchlore  Phosphate Ceramics 등의 매질을 이용한 고정화 방

안을 고려하고 있다. GNEP에서는 Glass Waste Form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

하고 있다. 



- 682 -

   나) LiCl-KCl의 Waste Stream

해제련  TRU/RE 회수, 그리고 산화침  등의 일련의 처리과정을 통해 

회수된 용융염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와 같은 처리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

생되지만, 이는 약 5 % 이내 일 것으로 상된다. 회수 LiCl-KCl 용융염은 핵분열

생성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 횟수에 한 제약요건은 거의 없으나, 

회수 용융염의 약 5 %는 기타 용해성 불순물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으로 단된다. 해정련공정에서 소요되는 용융염 기 (용융염/ 속 : 5)으로 1 

MTHM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LiCl-KCl 폐용융염은 250 kg 발생될 것으로 추정

된다. GNEP에서 LiCl-KCl Waste Form은 일정기간 붕괴 장한 다음, 폐기

물로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 회수물/Waste Form 발생량, 특성평가

  1) PYRO 공정의 Mass Balance와 기  사용후핵연료

미국 AFCI 로그램에서는 LWR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과 TRU 회수를 

한 PYROX 공정개념을 2002년도에 최 로 제시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폐

기물 Stream의 효율  리를 한 HT Voloxdiation 공정을 도입하고 PYROX 공

정과 차별화된 공정개념을 제시하 다.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HT Voloxidation 

공정을 제외한 핵심공정에 해 20 kgHM/batch 규모의 장치를 성공 으로 개발하

고 성능평가를 수행단계이다. 그림 3.7.1-5의 PYRO Flow-sheet는 회수물과 폐기물 

Stream을 나타낸 것으로 각 단 공정에서 발생되는 Waste Stream을 모두 표기하

다. 선진핵연료주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고 폐기물의 부피감소, TRU를 포함한 장

반기 핵종의 소멸 등의 핵심 목표 실 을 해서는 GTCC를 포함한 고 폐기물

의 부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구체 으로 실 하기 

해서는 먼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통합 리 략의 수립이 우선되

어야 한다. 재 PYRO 핵심공정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의 화학  거동  공학 데이

터의 미확보로 인해 회수물과 폐기물 특성평가 등이 제한 으로 수행될 수 밖에 없

다. 본 보고서에는 합리 인 가정조건에서 통합폐기물 리 략수립에 요구되는 

Waste 발생량   특성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기간 10년, 연소도 55,000 MWD/MT, 농축도 4.5 %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기 으로 하 다, 표 3.7.1- 3은 기  PWR 사용후핵연료의 동 원

소 조성, Activity  Decay Heat를 나타낸 것이다. 기  PWR 사용후핵연료 1 

MTIHM 당 핵연료물질  핵분열생성물의 총량은 991,000 g, 방사능 세기 6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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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붕괴열 2,130 W를 나타낸다. 폐기물의 발생량 평가는 PWR 사용후핵연료 1 

MTIHM를 기 으로, HT Voloxidation, 해환원, 해정련  제련, RE 회수공정으

로 구성된 PYRO Flow Sheet의 물질수지를 기 으로 회수물과 폐기물량의 발생량

과 특성을 평가하 다. 표 3.7.1-4의 물질수지 데이터는 지 까지 확보된 실험 데이

터, 그리고 단 공정에서의 핵연료물질과 핵분열성 생성물의 물리.화학  거동을 기

으로 작성하 다. 그리고 최종 폐기물의 량은 Waste Form의 형태, 그리고 처분의 

경제성에 지 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폐기물의 Waste Form은 PUREX 공정  

미국 GNEP의 UREX+1a와 Electrochemical Separation 공정에서 제시한 Waste 

Form를 고려하여 2가지 이상의 옵션을 제시하 다[3.7.1-23 ~ 30]. Waste Form의 

선정기 은 GNEP에서 제시한 표 3.7.1-5와 같이 상용화 가능성, 기술 성숙도, 

Waste Form 성능  처분장의 인수기  등의 항목을 참조하여 가능한 실 가능한 

형태의 Waste Form을 제시하 다. 재 제시된 부분의 Waste Form은 기술개발 

단계로, 앞으로 성능과 안 성이 획기 으로 향상된 다른 형태의 Waste Form이 제

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Fig. 3.7.1-5. Reference Flow-sheet for Pyroprocessing of PWR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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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lement grams/MTIHM Ci/MTIHM Watts/MTIHM

U U 9.29E+05 5.04E+00 6.53E-02

TRU

Pu 1.20E+04 1.30E+05 2.72E+02

Np 8.67E+02 6.12E+01 1.71E-01

Am 1.10E+03 2.81E+03 9.26E+01

Cm 1.02E+02 7.65E+03 2.68E+02

Total 1.41E+04 1.41E+05 6.33E+02

AM&AEM

Cs 4.07E+03 1.51E+05 2.62E+02

Sr 1.23E+03 9.48E+04 1.10E+02

Ba 3.05E+03 1.32E+05 5.20E+02

Rb 5.60E+02 0.00E+00 0.00E+00

Total 8,91E+03 3.78E+05 8,92E+02

RE

La 1.99E+03 0.00E+00 0.00E+00

Ce 4.02E+03 1.77E+02 1.16E-01

Pr 1.83E+03 1.79E+02 1.30E+00

Nd 6.68E+03 0.00E+00 0.00E+00

Pm 1.51E+01 1.40E+04 5.14E+00

Sm 1.37E+03 5.65E+02 6.65E-02

Eu 2.32E+02 7.00E+03 5.40E+01

Gd 2.76E+02 9.30E-04 8.17E-07

Se 8.85E+01 1.10E+00 3.44E-04

Br 3.22E+01 0.00E+00 0.00E+00

Y 7.45E+02 7.41E+04 5.25E+02

Total 1.73E+04 9.60E+04 5.86E+02

NM

Zr 5.61E+03 1.91E+00 2.15E-04

Nb 5.19E-03 7.85E-01 1.35E-04

Mo 5.50E+03 1.69E-03 1.61E-07

Ru 3.76E+03 8.34E+02 4.96E-02

Rh 6.88E+02 8.35E+02 3.80E-03

Pd 2.53E+03 2.03E-01 1.12E-05

Ag 1.36E+02 3.72E-01 5.77E-03

Cd 2.18E+02 3.99E+01 4.33E-02

Sn 9.35E+01 6.06E+00 4.05E-03

Sb 1.45E+01 9.20E+02 2.92E+00

Te 7.72E+02 2.24E+02 1.89E-01

Tc 1.23E+03 2.11E+01 1.06E-02

Total 2.06E+04 2.88E+03 3.23E+00

VFPs
He 8.51E+00 0.00E+00 0.00E+00

C 1.07E+02 1.95E-04 2.63E-04

Table 3.7.1-3. Elemental Composition, Activity and Decay Heat of PWR Spent 

Fuel (55,000 MWD/MT, 10 year Cooled, 4.5 %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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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lement grams/MTIHM Ci/MTIHM Watts/MTIHM

VFPs

H 6.26E-02 6.06E+02 2.04E-02

I 3.66E+02 5.24E-02 2.45E-05

Kr 5.73E+02 7.20E+03 1.08E+01

Total 1.05E+03 7.81E+03 1.08E+01

Hulls

Cr 3.20E+02 0.00E+00 0.00E+00

Mn 4.94E+00 2.53E-02 1.26E-04

Fe 5.76E+02 2.82E+01 9.60E-04

Ni 5.50E+00 4.39E-01 4.45E-05

Zr 2.51E+05 2.26E-01 2.54E-05

Nb 3.10E+01 2.75E+00 1.37E-03

Total 2.52E+05 3.16E+01 2.53E-03

Hardware

Cr 7.38E+04 0.00E+00 0.00E+00

Mn 4.10E+03 7.44E+00 3.70E-02

Fe 1.69E+05 8.32E+03 2.83E-01

Ni 1.20E+05 9.92E+03 1.00E+00

Zr 1.79E-01 2.52E-04 2.84E-08

Nb 1.08E+04 9.28E+02 4.71E-01

Total 3.78E+05 1.92E+04 1.79E+00

Total 9.91E+05* 6.44E+05 2.13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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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1-4. Mass Balance based on PYRO Reference Flow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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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Weight 
Factor

(%)
Technical Criteria

① Commercial Practicability 40

․Technical Practicality

․Flexibility & Robustness

․Complexity of Process

․Scalability

․Waste Loading

․Processing Cost

․Transportability

․Secondary Waste Generation

② Technical Maturity 10

․Development Cost

․Schedule to Implement

․Process/Product Maturity 

③ Waste Form Performance 40

․Thermodynamic Stability

․Rad/Mech/Thermal Stability

․Chemical Durability(TCLP, PCT)

․Pradictable Performance

④ Waste Stream Spectific

   Criteria

․Heat Transfer and Degradation

․RedOx Sensitivity

․Resistance to radiolysis by decay, 

  valence change, atomic size,

  chemistry

․Resistance to radiolysis effect gas

  generation from water, degradation

  of the waste form

․Ability to treat more than one     

  waste

․Experience with disposal of        

  similar materials 

⑤ Stakeholder Acceptance 10
․All processes designed to meet     

  standards

Table 3.7.1-5.  Waste Forms Selec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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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TO Waste Form

   가) Waste Form 발생량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HTO 량은 약 0.269 g이다. 그러

나 총 HTO의 량은 Advanced Voloxidation 공정으로 도입되는 공기의 습도, 그리

고 제올라이트 흡착 수분 등을 반 하여 추정해야 한다[3.7.1-31]. Grout Waste 

Form의 HTO Loading 율 25 ~ 30 %를 기 으로 평가된 HTO Grout Waste Form

의 발생량은 표 3.7.1-6과 같다. 

  ○ Basis : 0.0733 g/MTHM(PWR SF  H-3의 량이 배출됨)

    
HTO 휘발량 = 0.0733 g 1 22 g-HTO  = 0.269 g-HTO3 g 2  

  ○ Grout Waste Form의 Loading이 25%인 경우

     

53.8  = 0.25, (53.8 - 13.45)  = x = 40.35 = 161.4 gx + 53.8 0.25 0.25  

    Waste Form 무게 = (161.4 + 53.8) = 215.2 g = 2.15E-04 MT

  ○ Grout Waste Form의 Waste Loading이 30 % 인 경우

     

53.8  = 0.3, (53.8 - 16.14)  = x = 37.66 = 125.5 gx + 53.8 0.3 0.3

    Waste Form 무게 = (125.5 + 53.8) = 179.3 g = 1.79E-04 MT

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ume,(m3)

Type Lo Hi Lo Hi Lo Hi

Hydrogen

(H-3)
Grouted HTO 2.1 2.5 25 30 7.16E-05 1.02E-04

Table 3.7.1-6. Amount of Generated HTO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나)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Grout HTO Waste Form 발생량은 

7.16E-05 ~ 1.02E-04 m
3
이다. HTO Waste Form은 10CFR61.55에서 제시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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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사능 세기가 40 Ci/m
3
 이하인 경우, LLW Class A로 분류된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HTO Grout Waste Form의 단 체 당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표 3.7.1-7과 그림 3.7.1-6에 나타내었다. HTO Grout Waste Form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234 ~ 334 W/m
3
과 6,950,000 ~ 9,900,000 

Ci/m
3
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방사능세기는 IAEA에서 제시한 고 폐기물의 방사

능세기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HTO Grout Waste Form은 붕괴 장 100년까지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HTO Grout Waste 

Form은 붕괴 장을 통해 높은 방사능세기를 크게 낮출 수 있다. 190년 냉각된 

HTO Waste Form의 방사능 세기와 붕괴열은 각각 126 ~ 180 Ci/m
3
, 0.0043 ~ 

0.0061 W/m
3
으로, LLW Class C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Cooling 
Time(year

)

Decay Heat

(W)

Lo Hi Activity

(Ci)

Lo Hi

W/m3 W/m3 Ci/m3 Ci/m3

0 2.39E-02 2.34E+02 3.34E+02 7.09E+02 6.95E+06 9.90E+06

10 1.36E-02 1.33E+02 1.90E+02 4.04E+02 3.96E+06 5.64E+06

20 7.77E-03 7.62E+01 1.09E+02 2.30E+02 2.25E+06 3.21E+06

30 4.43E-03 4.34E+01 6.19E+01 1.31E+02 1.28E+06 1.83E+06

40 2.00E-03 1.96E+01 2.79E+01 5.94E+01 5.82E+05 8.30E+05

90 1.21E-04 1.19E+00 1.69E+00 3.57E+00 3.50E+04 4.99E+04

140 7.25E-06 7.11E-02 1.01E-01 2.15E-01 2.11E+03 3.00E+03

190 4.36E-07 4.27E-03 6.09E-03 1.29E-02 1.26E+02 1.80E+02

240 2.62E-08 2.57E-04 3.66E-04 7.77E-04 7.62E+00 1.09E+01

290 1.58E-09 1.55E-05 2.21E-05 4.67E-05 4.58E-01 6.52E-01

Table 3.7.1-7. Changes of Decay Heat and Radioactivity of HTO Grout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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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6 Changes of Decay Heat and Radioactivity of HTO 

Grout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3) Iodine Waste Form

   가) Waste Form 발생량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Iodine과 Bromine은 각각 330 g

과 33.7 g이다. Iodine Waste Form 발생량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Grout와 

Glass Matrix를 이용한 고정화 방안, 그리고 기 발표 문헌에서 제시한 Waste 

Loading 율을 기 으로 평가를 수행하 고, 이의 결과는 표 3.7.1-8과 같다. 

  ○ Basis :  (330 g-I + 33.7 g-Br)/MTHM, PWR SF의 Iodine과 Bromine 량   

  ○ Grout Matrix를 이용한 고정화 

    - Iodine 흡착 Ag-Z은 시멘트 Matrix를 이용하여 Encapsulated Waste Form으

로 제조함. 

    - Waste Form의 도 = 2.1 ~ 2.5 MT/m
3

    - Waste Loading : 2 ~ 6.9 %

    - Waste Loading이 2 %인 경우,

       

363.7  = 0.02, (363.7 - 7.274)  = x = 356.43 = 17,821 gx + 363.7 0.02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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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te Form의 무게 = (17,821.3 + 363.7) = 18,185 g = 1.82E-02 MT

        Waste Loading이 6.9 %인 경우,

       

363.7  = 0.069, (363.7 - 25.1)  = x = 338.6 = 4,907.3 gx + 363.7 0.069 0.069

        Waste Form의 무게 = (363.7 + 4,907.3) = 5271 g = 5.27E-03 MT

  ○ 융  Glass Matrix를 이용한 Encapsulation

    - Iodine 흡착 Ag-Z은 융  유리 Matrix를 이용하여 Encapsulated Waste 

Form으로 제조함. 

    - Waste Form의 도 = 3.0 ~ 3.5 MT/m
3
(가정)

    - Waste Loading = 10 ~ 15 %

    - Waste Loading이 10 %인 경우,

     

363.7  = 0.1, (363.7 - 36.37)  = x = 327.33 = 3,273.3 gx + 363.7 0.1 0.1

       Waste Form의 무게 = (3,273.3 + 363.7) = 3,637 g = 3.64E-03 MT

    - Waste Loading이 15 %인 경우,

     

363.7  = 0.15, (363.7 - 54.56)  = x = 309.14 = 2,061 gx + 363.7 0.15 0.15

      Waste Form의 무게 = (363.7 + 2,061) = 2,425 g = 2.43E-03 MT

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Iodine

 Encapsulated Zeolite
 by Grout 2.1 2.5 2 6.9 2.11E-03 8.67E-03

 Encapsulated Zeolite
 by Low-Temp Glass 3.0 3.5 10 15 6.94E-04 1.21E-03

Table 3.7.1-8.  Amount of Generated Iodine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나)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

Ag-Z는 Iodine의 흡착용량이 매우 큰 반면에 고정화가 매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Grout  융  유리의 Matrix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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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Waste Form은 약 2.11E-04 ~ 8.67E-03 m
3
이 발생한다. 표 3.7.1-9, 10과 그림 

3.7.1-7, 8은 냉각기간에 따른 Grout와 융  유리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 방사능 세기와 붕괴열은 각각 5.18E+00 ~ 6.47E+01 

Ci/m
3
, 2.42E-03 ~ 9.95E-02 W/m

3
으로 매우 낮은 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I-129

의 장반감기 특성으로 인해 냉각기간에 따른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의 변화는 거의 

없다. 특히 Iodine Waste Form에서 주목해야 할 은 단 체 당 I-129의 방사능 

세기로, Grout와 Low-melting Glass Waste Form은 각각 5.18 ~ 213 Ci/m
3
과 37.1 

~ 64.7 Ci/m
3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0CFR61.55에서 제시한 I-129의 방사능 세기

(0.08 Ci/m3) 보다 높기 때문에 GTCC 이상의 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Iodine 

Waste Form은 냉각기간에 무 하게 GTCC 폐기물로 처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Cooling
Time(year)

Decay Heat 
(W)

Grout Waste Form  Low-melting glass Waste 
Form

Lo(W/m3) Hi(W/m3) Lo(W/m3) Hi(W/m3)

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1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2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3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4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9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14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19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24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290 2.10E-05 2.42E-03 9.95E-02 1.74E-02 3.03E-02

Table 3.7.1-9 Changes of Decay Heat of Iodine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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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7 Changes of Decay Heat of Iodine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year)

Activity
(Ci)

Grout Waste Form Low-melting glass Waste 
Form

Lo(Ci/m3) Hi(Ci/m3) Lo(Ci/m3) Hi(Ci/m3)

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1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2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3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4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9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14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19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24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290 4.49E-02 5.18E+00 2.13E+02 3.71E+01 6.47E+01

Table 3.7.1-10 Changes of Radioactivity of Iodine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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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8 Changes of Radioactivity of Iodine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4) Fly Ash Waste Form

   가) Waste Form 발생량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Cs, Rb  Cd의 량은 4,742 g, 

그리고 이들 핵종의 휘발량과 필터효율 50%를 기 으로 한 Fly Ash의 요구량은 

54,776 g이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최종 으로 Fly Ash 폐기물은 약 

59,518 g이 발생한다. Fly Ash Waste Form은 상기 에서 제시한 4개의 고정화 방

안을 고려하 다. Waste Loading 율에 따른 Fly Ash Waste Form의 발생량은 표 

3.7.1-11과 같다.  

  ○ Basis : (3,990 g-Cs + 561 g-Rb + 191 g-Cd)/MTHM

    - 소요 Fly Ash 량 : 

     

3,990 g-Cs 5.3 g-flyash  + 561 g-Rb 8.3 g-flyash  + 191 g-Cd 8.3 g-flyash
 g-Cs  g-Rb  g-Cd

      = (21,147 + 4,656 + 1,585) = 27,388 g-flyash, Filter Media의 제거효율 50%

를 고려하여 요구 Fly Ash 량을 54,776 g으로 가정함.

    - 발생 폐기물 량 = (54,776 g-flyash + 3,990 g-Cs + 561 g-Rb + 191 g-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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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8 g

  ○ Matrix 없이 Encapsulation

    - 도 : 2.9 MT/m
3

    - Waste Form의 발생량 = 5.95E-02 MT

    - Waste Form 발생부피 

      

5.95E-02 MT m3

 = 2.05E-022.9 MT

  ○ Low-Melting Glass Waste Form

    - Waste Form의 도 = 3.0 ~ 3.5 MT/m
3

    - Waste Loading이 30 %인 경우

      

59,518  = 0.3, (59,518 - 17,855.4)  = x = 41,663 = 138,875 g x + 59,518 0.3 0.3

      Waste Form 무게 = (138,875 + 59,518) = 198,393 g = 1.98E-01 MT

    - Waste Loading이 60 %인 경우

      

59,518  = 0.6, (59,518 - 35,711)  = x = 23,807 = 39,678 gx + 59,518 0.6 0.6

      따라서 Waste Form 무게 = (39,678 + 59,518) = 99,196 g = 9.92E-02 MT

  ○ Grout Waste Form

    - Waste Form의 도 = 2.1 ~ 2.5 MT/m
3

    - Waste Loading이 15 %인 경우

      

59,518  = 0.15, (59,518 - 8,928)  = x = 50,590 = 337,267 gx + 59,518 0.15 0.15

      Waste Form 무게 = (337,267 + 59,518) = 396,785 g = 3.97E-01 MT

    - Waste Loading이 25 %인 경우

      

59,518  = 0.25, (59,518 - 14,880)  = x = 44,638 = 178,552 gx + 59,518 0.25 0.25

      Waste Form 무게 = (178,552 + 59,518) = 238,070 g = 2.38E-01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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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polymer Waste Form

    - Waste Form의 도 = 2.0 ~ 2.3 MT/m
3

    - Waste Loading이 15 %인 경우

      

59,518  = 0.15, (59,518 - 8,928)  = x = 50,590 = 337,267 gx + 59,518 0.15 0.15

      Waste Form 무게 = (337,267 + 59,518) = 396,785 g = 3.97E-01 MT

    - Waste Loading이 25 %인 경우

      

59,518  = 0.25, (59,518 - 14,880)  = x = 44,638 = 178,552 gx + 59,518 0.25 0.25

      Waste Form 무게 = (178,552 + 59,518) = 238,070 g = 2.38E-01 MT

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ume,(m3)

Type Lo Hi Lo Hi Lo Hi

Cs(Rb,Cd)

Encapsulation
(No Matrix)*

1.45 100 4.10E-02

Low-Melting Glass 3.0 3.5 30 60 2.83E-02 6.60E-02

Grout 2.1 2.5 15 25 9.52E-02 1.89E-01

Geopolymer 2.0 2.3 15 25 1.04E-01 1.99E-01

Table 3.7.1-11  Amount of Generated Fly Ash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나)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본 분석에서는 Fly Ash 폐기물을 고정화 Matrix 없이 직  Encapsulation, 

융  유리, Grout  Geopolymer Matrix를 이용한 고정화 방안을 고려하 다. 각 

Waste Form의 냉각기간에 따른 방사능 세기와 붕괴열을 표 3.7.1-12 ~ 13과 그림 

3.7.1-9, 10에 나타내었다. Fly Ash Waste Form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각각 

1.28 ~ 12.4 kW,  734,000 ~ 7,720,000 Ci/m3으로 IAEA에서 제시한 HLW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 Waste Form은 GNEP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약 300년의 붕괴 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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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LLW Class C로 처분하는 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안의 실 을 

해서는 최우선 으로 10CFR61.55에서 제시한 LLW Class C의 기 인 Cs-137의 

방사능세기가 4,600 Ci/m
3
 보다 낮아야 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3.7.1-14와 

그림 3.7.1-11은 냉각기간과  Waste Form에 따른 Cs-137의 따른 방사능 세기를 나

타낸 것이다. Low-melting Glass, Grout  Geopolymer Waste Form은 각각 290년, 

240년  240년 붕괴 장 조건에서 10CFR61.55에서 제시한 LLW Class C의 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약 300년 동안 Waste Form의 안  장 리가 가능여부이다. 

2008년도 NRC 백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장시설의 40 ~ 60 년의 인허가 기간

을 100년까지 확 하는 방안에 한 기술  검토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기술 으로 실  가능한 붕괴 장기간의 검토와 더불어 최종 폐기물 처분옵션

에 한 연구를 앞으로 지속 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Cooling
Time
(year)

Waste Stream(W/m3) Encapsulatio
n

(No Matrix)
(W/m

3
)

Low-Melting 
Glass

(W/m
3
)

Grout
(W/m

3
)

Geopolymer
(W/m

3
)

Cs Rb Cd Total Lo Hi Lo Hi Lo Hi

0 2.55E+02 1.61E-08 5.74E-04 2.55E+02 1.24E+04 3.86E+03 9.01E+03 1.35E+03 2.68E+03 1.28E+03 2.45E+03

10 1.23E+02 1.61E-08 3.51E-04 1.23E+02 6.00E+03 1.86E+03 4.35E+03 6.51E+02 1.29E+03 6.18E+02 1.18E+03

20 9.52E+01 1.61E-08 2.15E-04 9.52E+01 4.64E+03 1.44E+03 3.36E+03 5.04E+02 1.00E+03 4.78E+02 9.15E+02

30 7.55E+01 1.61E-08 1.31E-04 7.55E+01 3.68E+03 1.14E+03 2.67E+03 3.99E+02 7.93E+02 3.79E+02 7.26E+02

40 5.99E+01 1.61E-08 7.30E-05 5.99E+01 2.92E+03 9.08E+02 2.12E+03 3.17E+02 6.29E+02 3.01E+02 5.76E+02

90 1.88E+01 1.61E-08 6.25E-06 1.88E+01 9.17E+02 2.85E+02 6.64E+02 9.95E+01 1.97E+02 9.45E+01 1.81E+02

140 5.94E+00 1.61E-08 5.35E-07 5.94E+00 2.90E+02 9.00E+01 2.10E+02 3.14E+01 6.24E+01 2.98E+01 5.71E+01

190 1.87E+00 1.61E-08 4.58E-08 1.87E+00 9.12E+01 2.83E+01 6.61E+01 9.89E+00 1.96E+01 9.40E+00 1.80E+01

240 5.89E-01 1.61E-08 3.92E-09 5.89E-01 2.87E+01 8.92E+00 2.08E+01 3.12E+00 6.19E+00 2.96E+00 5.66E+00

290 1.86E-01 1.61E-08 3.35E-10 1.86E-01 9.07E+00 2.82E+00 6.57E+00 9.84E-01 1.95E+00 9.35E-01 1.79E+00

Table 3.7.1-12  Changes of Decay Heat of Fly Ash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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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Waste Stream(W/m
3
) Encapsulatio

n
(No Matrix)

(Ci/m
3
)

Low-Melting 
Glass

(Ci/m
3
)

Grout
(Ci/m

3
)

Geopolymer
(Ci/m

3
)

Cs Rb Cd Total Lo Hi Lo Hi Lo Hi

0 1.46E+05 3.32E-05 5.35E-01 1.46E+05 7.12E+06 2.21E+06 5.16E+06 7.72E+05 1.53E+06 7.34E+05 1.40E+06

10 1.08E+05 3.32E-05 3.22E-01 1.08E+05 5.27E+06 1.64E+06 3.82E+06 5.71E+05 1.13E+06 5.43E+05 1.04E+06

20 8.56E+04 3.32E-05 1.97E-01 8.56E+04 4.18E+06 1.30E+06 3.02E+06 4.53E+05 8.99E+05 4.30E+05 8.23E+05

30 6.78E+04 3.32E-05 1.21E-01 6.78E+04 3.31E+06 1.03E+06 2.40E+06 3.59E+05 7.12E+05 3.41E+05 6.52E+05

40 5.39E+04 3.32E-05 6.71E-02 5.39E+04 2.63E+06 8.17E+05 1.90E+06 2.85E+05 5.66E+05 2.71E+05 5.18E+05

90 1.70E+04 3.32E-05 5.75E-03 1.70E+04 8.29E+05 2.58E+05 6.01E+05 8.99E+04 1.79E+05 8.54E+04 1.63E+05

140 5.34E+03 3.32E-05 4.92E-04 5.34E+03 2.60E+05 8.09E+04 1.89E+05 2.83E+04 5.61E+04 2.68E+04 5.13E+04

190 1.69E+03 3.32E-05 4.21E-05 1.69E+03 8.24E+04 2.56E+04 5.97E+04 8.94E+03 1.78E+04 8.49E+03 1.63E+04

240 5.31E+02 3.32E-05 3.61E-06 5.31E+02 2.59E+04 8.05E+03 1.88E+04 2.81E+03 5.58E+03 2.67E+03 5.11E+03

290 1.68E+02 3.32E-05 3.09E-07 1.68E+02 8.20E+03 2.55E+03 5.94E+03 8.89E+02 1.76E+03 8.44E+02 1.62E+03

Table 3.7.1-13 Changes of Radioactivity of Fly Ash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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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9 Changes of Decay Heat of Fly Ash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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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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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0 Changes of Radioactivity of Fly Ash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ear)

137-Cs
(Ci)

Encapsulation
(No Matrix, 

Ci/m3)

Low-Melting Glass
(Ci/m3)

Grout
(Ci/m3)

Geopolymer
(Ci/m3)

Lo Hi Lo Hi Lo Hi

0 1.39E+05 6.78E+06 2.11E+06 4.91E+06 7.35E+05 1.46E+06 6.98E+05 1.34E+06

10 1.10E+05 5.37E+06 1.67E+06 3.89E+06 5.82E+05 1.16E+06 5.53E+05 1.06E+06

20 8.72E+04 4.25E+06 1.32E+06 3.08E+06 4.61E+05 9.16E+05 4.38E+05 8.38E+05

30 6.92E+04 3.38E+06 1.05E+06 2.45E+06 3.66E+05 7.27E+05 3.48E+05 6.65E+05

40 5.50E+04 2.68E+06 8.33E+05 1.94E+06 2.91E+05 5.78E+05 2.76E+05 5.29E+05

90 1.73E+04 8.44E+05 2.62E+05 6.11E+05 9.15E+04 1.82E+05 8.69E+04 1.66E+05

140 5.45E+03 2.66E+05 8.26E+04 1.93E+05 2.88E+04 5.72E+04 2.74E+04 5.24E+04

190 1.72E+03 8.39E+04 2.61E+04 6.08E+04 9.10E+03 1.81E+04 8.64E+03 1.65E+04

240 5.41E+02 2.64E+04 8.20E+03 1.91E+04 2.86E+03 5.68E+03 2.72E+03 5.20E+03

290 1.70E+02 8.29E+03 2.58E+03 6.01E+03 8.99E+02 1.79E+03 8.54E+02 1.63E+03

Table 3.7.1-14 Changes of Cs-137 Radioactivity in Fly Ash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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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1 Changes of Cs-137 Radioactivity in Fly Ash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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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alcia Waste Form

   가) Waste Form 발생량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Tc(Ru, Rh, Mo, Te) 폐기물은 약 12,141 g 

발생한다. Tc(Ru, Rh, Mo, Te) 폐기물과 필터효율 50 % 기 으로 Calcia Waste는 

약 95,303 g 발생한다. Calcia 폐기물은 Low-melting glass와 Ceramic 매질을 이용

한 고정화, 그리고 Waste Loading 율 20 ~ 40 % 기 으로 평가된 Calcia Waste 

Form의 발생량은 표 3.7.1-15와 같다. 

  ○ Basis : (1,240 g-Tc + 3,840 g-Ru + 702 g-Rh + 789 g-Te + 5,570 g-Mo) = 

12,141 g

  ○ 소요 Calcia 량

   

1,240 g-Tc 1.6 g-CaO  + 3,840 g-Ru 3.1 g-CaO  + 702 g-Rh 3.1 g-CaO
 g-Tc  g-Ru  g-Rh

  
 + 789 g-Te 7.6 g-CaO  + 5,570 g-Mo 3.2 g-CaO =  g-Te  g-Mo   

    (1,984 + 11,904 + 2,176 + 5,996 + 17,824) g = 39,884 g

  ○ Calcia의 제거효율 50%를 고려하여 소요 Calcia 량은 79,768 g으로 가정함.

  ○ 발생 폐기물 량 : 79,768(CaO) + 12,141(TMFP) + 3,394(CaCO3) = 95,303 g

  ○ Low-Melting Glass Waste Form

    - Mo의 함량을 고려하여 Waste Loading 율은 20 ~ 30 %로 가정함.

    - Waste Form의 도 : 3.0 ~ 3.5 MT/m
3

    - Waste Loading이 20 %인 경우

    

95,303  = 0.2, (95,303 - 19,061)  = x = 76,242 = 381,210 g x + 95,303 0.2 0.2

     = 3.81E-01 MT

    - Waste Loading이 30 %인 경우

    

95,303  = 0.3, (95,303 - 28,591)  = x = 66,712 = 222,373 g x + 95,303 0.3 0.3

      = 2.22E-01 MT

  ○ Ceramic Waste Form

    - Waste Form의 도 : 2.3 ~ 2.5 MT/m
3

    - Waste Loading이 30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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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3  = 0.3, (95,303 - 28,591)  = x = 66,712 = 222,373 g x + 95,303 0.3 0.3

       = 2.22E-01 MT

    - Waste Loading이 40 %인 경우

    

95,303  = 0.4, (95,303 - 38,121)  = x = 57,182 = 142,955 g x + 95,303 0.4 0.4

      = 1.43E-01 MT

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T c ( R u , 
Mo, Rh, 
Te, C-14)

Low-Melting Glass 3.0 3.5 20 30 6.34E-02 1.27E-01

Ceramic 2.3 2.5 30 40 5.72E-02 9.65E-02

Table 3.7.1-15 Amount of Generated Calcia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나)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Calcia 폐기물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정화 성능이 우수한 융  유리와 Ceramic을 고정화 매질로 선정하

다. 표 3.7.1-16 ~ 17과 그림 3.7.1-12, 13은 Calcia Waste Form 형태와 냉각기간에 

따른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Calcia Waste Form의 기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55.3 ~ 123 W/m
3
, 13,500 ~ 29,999 Ci/m

3
으로, IAEA에서 제시

한 HLW 값보다 훨씬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 Calcia Waste Form의 방사능 

세기와 붕괴열은 붕괴 장 10년 이후에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붕괴

장 10년에서의 Calcia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각각 0.213 ~ 4.74 

W/m
3
, 270 ~ 599 Ci/m

3
으로 기값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Calcia Waste Form은 10CFR61.55에서 제시한 Tc-99의 방사능세기가 3 Ci/m
3
 보다 

낮아야 LLW Class C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표 3.7.1-1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Calcia Waste Form의 Tc-99 방사능세기는 냉각기간에 무 하게 168 ~ 372 Ci/m
3
로 

10CFR61.55의 LLW Class C의 기 요건보다 훨씬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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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a Waste Form은 붕괴열과 방사능세기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10CFR61.55 

LLW Class C의 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Calcia Waste Form은 10년 

동안 붕괴 장한 다음, GTCC 이상의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Cooling
Time
(year)

Waste Stream(W)
Low-Melting Glass Ceramic

(W/m
3
) (W/m

3
)

Tc Ru Rh Te Mo C Total Lo Hi Lo Hi

0 1.07E-02 5.03E-02 6.86E+00 1.08E-01 1.75E-07 3.33E-04 7.03E+00 5.53E+01 1.11E+02 7.28E+01 1.23E+02

10 1.07E-02 5.51E-05 7.52E-03 8.48E-03 1.75E-07 3.33E-04 2.71E-02 2.13E-01 4.27E-01 2.81E-01 4.74E-01

20 1.07E-02 6.04E-08 8.24E-06 6.68E-04 1.75E-07 3.32E-04 1.17E-02 9.22E-02 1.85E-01 1.21E-01 2.05E-01

30 1.07E-02 6.62E-11 9.05E-09 5.29E-05 1.74E-07 3.32E-04 1.11E-02 8.73E-02 1.75E-01 1.15E-01 1.94E-01

40 1.07E-02 7.24E-14 9.88E-12 4.18E-06 7.25E-12 3.30E-04 1.10E-02 8.69E-02 1.74E-01 1.14E-01 1.93E-01

90 1.07E-02 1.15E-28 5.76E-20 1.28E-11 7.19E-12 3.28E-04 1.10E-02 8.68E-02 1.74E-01 1.14E-01 1.93E-01

140 1.07E-02 1.72E-43 3.71E-25 1.22E-16 7.13E-12 3.26E-04 1.10E-02 8.68E-02 1.74E-01 1.14E-01 1.93E-01

190 1.07E-02 0.00E+00 2.39E-30 8.32E-17 7.07E-12 3.24E-04 1.10E-02 8.68E-02 1.74E-01 1.14E-01 1.93E-01

240 1.07E-02 0.00E+00 1.54E-35 8.32E-17 7.01E-12 3.22E-04 1.10E-02 8.68E-02 1.74E-01 1.14E-01 1.93E-01

290 1.07E-02 0.00E+00 9.79E-41 8.32E-17 6.94E-12 3.20E-04 1.10E-02 8.68E-02 1.74E-01 1.14E-01 1.93E-01

Table 3.7.1-16 Changes of Decay Heat of Calcia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
g

Time
(year)

Waste Stream(Ci)
Low-Melting Glass Ceramic

(Ci/m3) (Ci/m3)

Tc Ru Rh Te Mo C Total Lo Hi Lo Hi

0 2.13E+01 8.45E+02 7.15E+02 1.28E+02 1.85E-03 1.14E+00 1.71E+03 1.35E+04 2.70E+04 1.77E+04 2.99E+04

10 2.13E+01 9.26E-01 7.84E-01 1.01E+01 1.85E-03 1.13E+00 3.42E+01 2.70E+02 5.40E+02 3.55E+02 5.99E+02

20 2.13E+01 1.02E-03 8.63E-04 7.95E-01 1.84E-03 1.13E+00 2.32E+01 1.83E+02 3.66E+02 2.41E+02 4.06E+02

30 2.13E+01 1.11E-06 9.38E-07 6.31E-02 1.84E-03 1.13E+00 2.25E+01 1.77E+02 3.55E+02 2.33E+02 3.93E+02

40 2.13E+01 1.22E-09 1.04E-09 4.96E-03 1.82E-03 1.12E+00 2.24E+01 1.77E+02 3.54E+02 2.32E+02 3.92E+02

90 2.13E+01 1.92E-24 1.46E-17 1.52E-08 1.80E-03 1.12E+00 2.24E+01 1.77E+02 3.54E+02 2.32E+02 3.92E+02

140 2.13E+01 2.90E-39 9.46E-23 8.80E-13 1.79E-03 1.11E+00 2.24E+01 1.76E+02 3.53E+02 2.32E+02 3.92E+02

190 2.13E+01 0.00E+00 6.08E-28 8.32E-13 1.77E-03 1.10E+00 2.24E+01 1.76E+02 3.53E+02 2.32E+02 3.92E+02

240 2.13E+01 0.00E+00 3.92E-33 8.32E-13 1.75E-03 1.10E+00 2.24E+01 1.76E+02 3.53E+02 2.32E+02 3.92E+02

290 2.13E+01 0.00E+00 2.49E-38 8.32E-13 1.73E-03 1.09E+00 2.24E+01 1.76E+02 3.53E+02 2.32E+02 3.91E+02

Table 3.7.1-17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alcia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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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2 Changes of Decay Heat of Calcia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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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3 Changes of Radioactivity of Calcia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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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yr)

Tc-99(Ci)
Low-Melting Glass Waste Form CeramicWaste Form

Lo(Ci/m3) Hi(Ci/m3) Lo(Ci/m3) Hi(Ci/m3)

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1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2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3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4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9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14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19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24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290 2.13E+01 1.68E+02 3.36E+02 2.21E+02 3.72E+02

Table 3.7.1-18 Changes of Tc-99 Radioactivity in Calcia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6) LiCl Waste Form

   가) Waste Form 발생량 평가 

해환원공정에서 발생된 LiCl Waste Salt는 Li2O 이외에 알카리  알카리 

토 속 염화물과 Li 속 화합물 등이 포함된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LiCl는 약 8 MT이 요구되고, 10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기 을 용하 다. 따라서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0.8 MT LiCl 폐용융염은 제올라이트 4 A

로 내포시킨 다음, Glass Frit와 혼합하여 Glass-bonded Ceramic으로 고정화한다.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처분 상 고 폐기물 최소화 방안으로 붕

괴 장한 다음, 최종 으로 LLW Class C로 처분하는 략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

다. LiCl Waste Salt의 발생량과 Waste Loading율 7 ~ 15 % 기 으로 평가된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발생량은 표 3.7.1-19와  같다. 

  ○ Basis : 800 kg-LiCl 

  ○ LiCl Waste Salt/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4 : 1.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15 %

    ․800 kg-LiCl + 3,200 kg-zeolite + 1,200 kg-glass frit = 5,200 kg = 5.20E+00 

MT

  ○ LiCl Waste Salt/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10 : 3.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7 %

    ․800 kg-LiCl + 8,000 kg-zeolite + 2,800 kg-glass frit = 11,600 kg = 1.16E+01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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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LiCl

Waste Salt

Glass-bonded 

Ceramic
2.3 2.5 7 15 2.08E+00 5.04E+00

Table 3.7.1-19 Amount of Generated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 미국 INL에서는 2.9 MT/MTHM을 제시함[3.7.1-32].

   나)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해환원과정에서 SrO는 LiCl와 반응하여 염화물로 환되고 LiCl 용융염 

매질에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환원공정에서 PWR SF 1 MTHM 처리과

정에서 LiCl는 약 8 MT이 소요되며, 이  약 10 %만을 교체하는 기 을 용하면 

LiCl Waste Form은 약 5.27 ~ 11.7 MT이 발생되고,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약 2.08 

~ 5.04 m
3
에 해당한다. 특히 LiCl Waste Form의 발생량은 다른 Waste Form과 비

교하여 발생량이 상 으로 많다. 표 3.7.1-20, 21과 그림 3.7.1-14, 15는  냉각기간

에 따른 LiCl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 붕괴열

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123 ~ 302 W/m
3
와 44,800 ~ 110,000 Ci/m

3
으로, IAEA에서 

제시한 HLW 범주보다 훨씬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 냉각기간 140년까지 붕

괴열과 방사능세기가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GNEP에서도 제시한 바

와 같이 고방열성 핵종을 포함한 LiCl Waste Form은 300년 붕괴 장을 한 다음, 

LLW Class C로 처분하는 략을 고려하고 있다.

  10CFR61.55에서는 Cs과 Sr의 방사능세기가 각각 4,600과 7,000 Ci/m3 이하인 경우, 

LLW Class C로 분류한다. LiCl Waste Form의 Cs-137과 Sr-90 방사능 세기는 표 

3.7.1-21과 그림 3.7.1-16, 17에 나타내었다. Cs-137의 기 방사능 세기는 546 ~1,340 

Ci/m3으로, 10CFR61.55에서 제시한 기 값 보다 훨씬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Sr-90의 기 방사능 세기는 18,400 ~ 45,100 Ci/m3으로, 10CFR61.55에서 제시한 기

값보다 훨씬 높을 값을 보이고 냉각기간 90년에서야 비로소 10CFR61.55 기 을 만족한

다. GNEP에서 제시한 붕괴 장 300년 보다 훨씬 은 90년 붕괴 장으로도 LLW Class 

C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붕괴 장 90년 이후의 LiCl Waste Form 붕

괴열과 방사능 세기는 각각 15.0 ~ 36.8 W/m3와 5,270 ~ 12,900 Ci/m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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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Waste Stream (W/m3)
Glass-Bonded 

Ceramic(No Charge 
Compensation)

Glass-Bonded 
Ceramic

U Pu Np Am Cm Cs Sr Ba Rb Se Total
(W/m3) (W/m3)

Lo Ho Lo Hi

0  6.47E-05 2.60E-02 1.67E-05 9.01E-03 2.59E-02 5.20E+00 1.09E+02 5.14E+02 3.28E-10 3.90E-05 6.28E+02 1.25E+02 3.02E+02 1.23E+02 2.98E+02

10  6.78E-05 2.42E-02 1.68E-05 1.39E-02 1.77E-02 2.52E+00 8.52E+01 4.08E+02 3.28E-10 3.90E-05 4.96E+02 9.84E+01 2.38E+02 9.74E+01 2.35E+02

20  7.12E-05 2.26E-02 1.68E-05 1.67E-02 1.21E-02 1.94E+00 6.66E+01 3.24E+02 3.28E-10 3.90E-05 3.93E+02 7.79E+01 1.89E+02 7.71E+01 1.86E+02

30  7.48E-05 2.11E-02 1.68E-05 1.84E-02 8.27E-03 1.54E+00 5.21E+01 2.57E+02 3.28E-10 3.90E-05 3.11E+02 6.16E+01 1.49E+02 6.10E+01 1.47E+02

40  7.83E-05 1.97E-02 1.68E-05 1.92E-02 5.66E-03 1.22E+00 4.07E+01 2.04E+02 3.28E-10 3.90E-05 2.46E+02 4.88E+01 1.18E+02 4.83E+01 1.17E+02

90  9.37E-05 1.44E-02 1.70E-05 1.94E-02 8.68E-04 3.84E-01 1.19E+01 6.42E+01 3.28E-10 3.90E-05 7.65E+01 1.52E+01 3.68E+01 1.50E+01 3.63E+01

140  1.04E-04 1.08E-02 1.72E-05 1.81E-02 1.52E-04 1.21E-01 3.47E+00 2.02E+01 3.28E-10 3.90E-05 2.38E+01 4.73E+00 1.15E+01 4.68E+00 1.13E+01

190  1.12E-04 8.35E-03 1.74E-05 1.67E-02 4.07E-05 3.82E-02 1.01E+00 6.37E+00 3.28E-10 3.90E-05 7.44E+00 1.48E+00 3.58E+00 1.46E+00 3.53E+00

240  1.17E-04 6.71E-03 1.75E-05 1.54E-02 2.09E-05 1.20E-02 2.96E-01 2.01E+00 3.28E-10 3.90E-05 2.34E+00 4.64E-01 1.13E+00 4.60E-01 1.11E+00

290  1.20E-04 5.60E-03 1.77E-05 1.43E-02 1.55E-05 3.80E-03 8.63E-02 6.32E-01 3.28E-10 3.90E-05 7.42E-01 1.47E-01 3.57E-01 1.46E-01 3.52E-01

Table 3.7.1-20 Changes of Decay Heat of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ear)

Waste Stream (Ci/m3)
Glass-Bonded 

Ceramic(No Charge 
Compensation)

Glass-Bonded 
Ceramic

U Pu Np Am Cm Cs Sr Ba Rb Se Total
(Ci/m3) (Ci/m3)

Lo Ho Lo Hi

0  4.95E-03 1.26E+01 6.00E-03 2.73E-01 7.41E-01 2.98E+03 9.39E+04 1.31E+05 6.78E-07 1.18E-01 2.28E+05 4.52E+04 1.10E+05 4.48E+04 1.08E+05

10  4.05E-03 8.05E+00 6.00E-03 4.18E-01 5.06E-01 2.20E+03 7.34E+04 1.04E+05 6.78E-07 1.18E-01 1.80E+05 3.56E+04 8.64E+04 3.53E+04 8.51E+04

20  3.54E-03 5.20E+00 5.99E-03 5.04E-01 3.46E-01 1.75E+03 5.74E+04 8.24E+04 6.78E-07 1.18E-01 1.42E+05 2.81E+04 6.81E+04 2.78E+04 6.71E+04

30  3.28E-03 3.43E+00 5.99E-03 5.53E-01 2.36E-01 1.38E+03 4.48E+04 6.54E+04 6.78E-07 1.18E-01 1.12E+05 2.21E+04 5.36E+04 2.19E+04 5.29E+04

40  3.16E-03 2.32E+00 1.15E-04 5.79E-01 1.62E-01 1.10E+03 3.51E+04 5.19E+04 6.78E-07 1.18E-01 8.81E+04 1.75E+04 4.24E+04 1.73E+04 4.18E+04

90  3.35E-03 5.93E-01 7.74E-05 5.84E-01 2.48E-02 3.46E+02 1.02E+04 1.63E+04 6.78E-07 1.18E-01 2.68E+04 5.33E+03 1.29E+04 5.27E+03 1.27E+04

140  3.69E-03 3.45E-01 7.42E-05 5.43E-01 4.31E-03 1.09E+02 2.99E+03 5.15E+03 6.78E-07 1.18E-01 8.25E+03 1.64E+03 3.97E+03 1.62E+03 3.91E+03

190  3.95E-03 2.60E-01 7.40E-05 5.02E-01 1.15E-03 3.44E+01 8.72E+02 1.62E+03 6.78E-07 1.18E-01 2.53E+03 5.01E+02 1.22E+03 4.97E+02 1.20E+03

240  4.12E-03 2.09E-01 7.41E-05 4.64E-01 5.89E-04 1.08E+01 2.55E+02 5.11E+02 6.78E-07 1.18E-01 7.78E+02 1.54E+02 3.74E+02 1.53E+02 3.69E+02

290  4.23E-03 1.76E-01 7.42E-05 4.28E-01 4.39E-04 3.42E+00 7.43E+01 1.61E+02 6.78E-07 1.18E-01 2.39E+02 4.75E+01 1.15E+02 4.70E+01 1.13E+02

Table 3.7.1-21 Changes of Radioactivity of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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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4 Changes of Decay Heat of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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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5 Changes of Radioactivity of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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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Waste Stream(Ci/m3)
137-Cs Activity(Ci/m3) 90-Sr Activity(Ci/m3)

No Charge 
Compensation

Charge 
Compensation

No Charge 
Compensation

Charge 
Compensation

Cs-137 Sr-90 Lo Hi Lo Hi Lo Hi Lo Hi

0  2.78E+03 9.39E+04 5.52E+02 1.34E+03 5.46E+02 1.32E+03 1.86E+04 4.51E+04 1.84E+04 4.45E+04

10  2.20E+03 7.34E+04 4.37E+02 1.06E+03 4.32E+02 1.04E+03 1.46E+04 3.53E+04 1.44E+04 3.48E+04

20  1.74E+03 5.74E+04 3.46E+02 8.38E+02 3.43E+02 8.27E+02 1.14E+04 2.76E+04 1.13E+04 2.72E+04

30  1.38E+03 4.48E+04 2.75E+02 6.65E+02 2.72E+02 6.56E+02 8.89E+03 2.15E+04 8.80E+03 2.12E+04

40  1.10E+03 3.51E+04 2.18E+02 5.29E+02 2.16E+02 5.21E+02 6.96E+03 1.69E+04 6.90E+03 1.66E+04

90  3.46E+02 1.02E+04 6.87E+01 1.66E+02 6.80E+01 1.64E+02 2.02E+03 4.90E+03 2.00E+03 4.83E+03

140  1.09E+02 2.99E+03 2.16E+01 5.24E+01 2.14E+01 5.17E+01 5.93E+02 1.44E+03 5.87E+02 1.42E+03

190  3.44E+01 8.72E+02 6.83E+00 1.65E+01 6.76E+00 1.63E+01 1.73E+02 4.19E+02 1.71E+02 4.13E+02

240  1.08E+01 2.55E+02 2.15E+00 5.20E+00 2.13E+00 5.13E+00 5.06E+01 1.23E+02 5.01E+01 1.21E+02

290  3.40E+00 7.43E+01 6.75E-01 1.63E+00 6.68E-01 1.61E+00 1.47E+01 3.57E+01 1.46E+01 3.52E+01

Table 3.7.1-22 Changes of Cs-137 and Sr-90 Radioactivity of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7) Noble Metal Waste Form

   가) Waste Form 발생량 평가 

해정련공정에서 발생되는 Waste Stream은 양극에 미용해 상태로 남아있

는 NM 속이 유일하다. Anode Basket은 해환원공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

일한 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온 LiCl-Li2O 용융염의 부식성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한 Anode Basket의 NM 속은 LiCl-KCl 잔류 용

융염으로 인해 NM 속만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GNEP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0회 운 한 다음, NM 속과 함께 용융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으로 단된다. PUREX 공정에서는 속폐기물을 고압 압축처리하는 반

면에 GNEP에서는 구조재  피복 , NM 속폐기물을 모두 용융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3.7.1-33]. 본 연구에서는 Anode Basket를 약 10 회 정도 운 한 다

음, Anode Basket과 NM 속을 모두 용융처리하는 방안을 기 으로 폐기물 발생

량을 평가하 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NM 속폐기물은 16.1 kg, STS 

재질의 Anode Basket과 NM 속폐기물을 포함한 발생량은 약 36.1 kg이다. 이들 

속폐기물은 용융처리, 그리고 NM 속의 Waste Loading 율 7 ~ 15 % 기 으로 

평가된 Metal Alloy Waste Form의 발생량은 표 3.7.1-23과 같다. 

  ○ Basis : 속 폐기량 량 : 36.1 kg(Anode Basket 폐기물과 NM 속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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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ectrorefiner 처리용량 : 50 kgHM/batch

    - Anode Basket 사용회수 : 10 batch

    - Anode Basket 폐기물 량 : 2 ea x 10 kg = 20 kg

    - Anode Basket 포함 속폐기물 량 : 36.1 kg  

  ○ Waste Loading이 93%인 경우(Cu 등을 첨가)

     

36.1  = 0.93, (36.1 - 33.573)  = x = 2.527 = 2.72 kgx + 36.1 0.93 0.93

    - Waste Form의 무게 = (36.1 + 2.72) = 38.82 kg = 3.88E-02 MT

    - Waste Form의 도 = 6.6 MT/m3 

  ○ Waste Loading이 100%인 경우

    - Waste Form의 무게 = 36.1 kg = 3.61E-02 MT

    - Waste Form의 도 = 7.75 MT/m3

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NM Metal Metal Alloy 6.6 7.75 7 15 4.66E-03 5.88E-03

Table 3.7.1-23 Amount of Generated NM Metal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나)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Metal Waste는 약 36.1 kg 발생되고, 최종

으로 용융 처리된 다음에는 약 4.66E-03 ~ 5.88E-03 m3의 NM Metal Waste Form

이 발생된다. 표 3.7.1-24, 25와 그림 3.7.1-16, 17은 냉각기간에 따른 NM Metal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 붕괴열은 823 ~ 1,040 

W/m3으로, IAEA에서 제시한 HLW 범주보다는 매우 낮다. 그림 3.7.1-16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NM Metal Waste Form 붕괴열은 냉각기간 20년까지 속히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NM NM Metal Waste Form의 기 방사능 세기는 224,000 

~ 283,000 Ci/m3으로 IAEA에서 제시한 HLW 범주보다는 낮지만 비교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냉각기간 20년에서의 방사능세기는 6,890 ~ 8,690 Ci/m3로 

기 값과 비교하여 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NM Metal 폐



- 711 -

기물은 GNEP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조재  피복 과 조합처리하는 방안이 가

장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해정련공정의 Anode Basket

에서 발생되는 NM Metal 폐기물만을 고려하여 분석하 다. Anode 속 폐기물에

서 10CFR61.55에서 제시한 폐기물 분류기 에 해당하는 속은 Nb-94만을 포함하

고 있다. 10CFR61.55에서 Nb-94 방사능 세기가 0.2 Ci/m
3
 이하인 경우, LLW Class 

C로 분류하고 있다. 표 3.7.1-26는 냉각기간에 따른 Nb-94 속의 방사능 세기를 나

타낸 것이다. 기 Nb-94 속의 방사능세기는 3.55E-02 ~ 4.48E-02 Ci/m
3
으로 

10CFR61.55에서 제시한 기  값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Anode Metal Waste Form

은 20년 동안 붕괴 장한 다음, LLW Class C로 처분하는 략이 바람직 할 것으

로 단된다. 결론 으로 NM Metal 폐기물은 구조재와 피복  등의 속과 개별 

처리하는 방안보다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조재  피복 , NM 속을 포

함한 기타 속폐기물과 조합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 일 것으로 단된다. 

Cooling
Time Zr (W) Nb (W) Mo (W) Ru (W) Rh (W) Pd (W) Ag (W) Cd (W) Sn (W) Sb (W) Te (W) Total 

(W)

Anode Metal Waste 
Form

Lo 
(W/m3)

Hi 
(W/m3)

0 3.23E-04 2.03E-04 1.08E-07 1.65E-01 1.41E+00 1.10E-05 4.06E-03 1.17E-05 1.60E-02 3.14E+00 1.08E-01 4.84E+00 8.23E+02 1.04E+03

10 3.23E-04 3.05E-04 1.07E-07 1.81E-04 1.54E-03 1.10E-05 1.43E-04 7.16E-06 1.42E-02 2.60E-01 8.48E-03 2.85E-01 4.85E+01 6.12E+01

20 3.23E-04 3.72E-04 1.07E-07 1.99E-07 1.69E-06 1.10E-05 1.35E-04 4.38E-06 1.27E-02 3.33E-02 6.68E-04 4.75E-02 8.08E+00 1.02E+01

30 3.23E-04 4.15E-04 1.07E-07 2.18E-10 1.85E-09 1.10E-05 1.28E-04 2.68E-06 1.14E-02 1.54E-02 5.29E-05 2.77E-02 4.71E+00 5.94E+00

40 3.23E-04 4.43E-04 4.45E-12 2.38E-13 2.02E-12 1.10E-05 9.75E-05 1.49E-06 1.02E-02 1.39E-02 4.18E-06 2.50E-02 4.25E+00 5.36E+00

90 3.23E-04 4.89E-04 4.41E-12 1.39E-21 1.18E-20 1.10E-05 7.42E-05 1.28E-07 6.07E-03 1.38E-02 1.28E-11 2.08E-02 3.54E+00 4.46E+00

140 3.23E-04 4.95E-04 4.37E-12 8.94E-27 7.60E-26 1.10E-05 5.65E-05 1.09E-08 3.88E-03 1.38E-02 1.22E-16 1.86E-02 3.16E+00 3.99E+00

190 3.23E-04 4.95E-04 4.33E-12 5.76E-32 4.90E-31 1.10E-05 4.30E-05 9.34E-10 2.71E-03 1.38E-02 8.32E-17 1.74E-02 2.96E+00 3.73E+00

240 3.23E-04 4.95E-04 4.29E-12 3.72E-37 3.16E-36 1.10E-05 3.27E-05 8.00E-11 2.09E-03 1.38E-02 8.32E-17 1.68E-02 2.86E+00 3.61E+00

290 3.23E-04 4.95E-04 4.26E-12 2.36E-42 2.01E-41 1.10E-05 2.49E-05 6.84E-12 1.76E-03 1.38E-02 8.32E-17 1.64E-02 2.79E+00 3.52E+00

Table 3.7.1-24 Changes of Decay Heat of NM Metal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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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Ci) Nb (Ci) Mo (Ci) Ru (Ci) Rh (Ci) Pd (Ci) Ag (Ci) Cd (Ci) Sn (Ci) Sb (Ci) Te (Ci)
Total 
(Ci)

Anode Metal Waste 
Form

Lo 
(Ci/m3)

Hi 
(Ci/m3)

0 2.87E+00 1.17E+00 1.13E-03 1.72E+01 1.47E+02 1.99E-01 2.54E-01 1.09E-02 3.49E+01 9.89E+02 1.28E+02 1.32E+03 2.24E+05 2.83E+05

10 2.87E+00 1.76E+00 1.13E-03 1.89E-02 1.61E-01 1.99E-01 1.55E-02 6.58E-03 3.09E+01 7.90E+01 1.01E+01 1.25E+02 2.13E+04 2.68E+04

20 2.87E+00 2.15E+00 1.13E-03 2.08E-05 1.77E-04 1.99E-01 1.47E-02 4.02E-03 2.73E+01 7.17E+00 7.95E-01 4.05E+01 6.89E+03 8.69E+03

30 2.87E+00 2.40E+00 1.13E-03 2.26E-08 1.92E-07 1.99E-01 1.39E-02 2.46E-03 2.42E+01 1.50E+00 6.31E-02 3.12E+01 5.31E+03 6.70E+03

40 2.87E+00 2.57E+00 1.12E-03 2.48E-11 2.13E-10 1.99E-01 1.06E-02 1.37E-03 2.14E+01 1.05E+00 4.96E-03 2.81E+01 4.78E+03 6.03E+03

90 2.87E+00 2.84E+00 1.11E-03 3.92E-26 2.99E-18 1.99E-01 8.05E-03 1.17E-04 1.18E+01 1.01E+00 1.52E-08 1.87E+01 3.18E+03 4.01E+03

140 2.87E+00 2.87E+00 1.09E-03 5.92E-41 1.94E-23 1.99E-01 6.12E-03 1.00E-05 6.71E+00 1.01E+00 8.80E-13 1.37E+01 2.33E+03 2.94E+03

190 2.87E+00 2.87E+00 1.08E-03 0.00E+00 1.24E-28 1.99E-01 4.66E-03 8.60E-07 3.99E+00 1.01E+00 8.32E-13 1.09E+01 1.85E+03 2.34E+03

240 2.87E+00 2.87E+00 1.07E-03 0.00E+00 8.02E-34 1.99E-01 3.55E-03 7.36E-08 2.54E+00 1.01E+00 8.32E-13 9.49E+00 1.61E+03 2.04E+03

290 2.87E+00 2.87E+00 1.06E-03 0.00E+00 5.10E-39 1.99E-01 2.70E-03 6.30E-09 1.77E+00 1.01E+00 8.32E-13 8.72E+00 1.48E+03 1.87E+03

Table 3.7.1-25 Changes of Radioactivity of NM Metal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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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6 Changes of Decay Heat of NM Metal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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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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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7 Changes of Radioactivity of NM Metal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yr)

Waste Stream Metal Waste Form

Nb-94 (Ci) Lo (Ci/m3) Hi (Ci/m3)

0 2.09E-04 3.55E-02 4.48E-02

10 2.09E-04 3.55E-02 4.48E-02

20 2.09E-04 3.55E-02 4.48E-02

30 2.09E-04 3.55E-02 4.48E-02

40 2.09E-04 3.55E-02 4.48E-02

90 2.08E-04 3.54E-02 4.46E-02

140 2.08E-04 3.54E-02 4.46E-02

190 2.08E-04 3.54E-02 4.46E-02

240 2.07E-04 3.52E-02 4.44E-02

290 2.07E-04 3.52E-02 4.44E-02

Table 3.7.1-26 Changes of Nb-94 Radioactivity in NM Metal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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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수 우라늄 속

   가) 회수 우라늄 속의 발생량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회수된 우라늄 속은 약 924 kg, 그리고 

이를 이론  도의 99.99 %와 95% 기 으로 부피로 환산하면 4.88E-02 ~ 5.11E-02 

m
3
이다. 

   나) 회수 우라늄 속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회수 우라늄 속은 물질수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0.05 wt%의 TRU와 

0.25 wt%의 RE 속이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 다. 냉각기간에 따른 

우라늄 속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표 3.7.1-27, 28과 그림 3.7.1-18, 19에 나타내

었다. 기 붕괴열은 35.6 ~ 37.3 W/m3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고, 아울러 

냉각기간에 따라 붕괴열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회

수 우라늄 속은 장 리에 기술 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표 3.7.1-28과 그림 

3.7.1-19는 냉각기간에 따른 회수 우라늄 속의 방사능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회수 

우라늄 속의 단 체 당 기 방사능 세기는 7,100 ~ 7,440 Ci/m3으로 다른 Waste 

Form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 한 냉각기간에 따른 방사능 세기의 변화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GNEP은 UREX+1a 공정에서 회수된 우라늄을 

LLW Class C로 처분 혹은 LWR 원자로시스템에 재활용 가능성에 해 극 검토

하고 있다. 우선 회수 우라늄 속의 LLW Class C로 처분하기 해서는 

10CFR61.55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10CFR61.55에서 제시한 특정 규정은 TRU 100 

nCi/g(α > 5 yr) 이하, Pu-241 3,500 nCi/g 이하  Cm-242  20,000 nCi/g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LLW Class C로 처분이 가능하다. 이를  우라늄 도를 기 으로 

단 체 으로 환산하면 Pu-241은 63.2 ~ 66.2 Ci/m3, Cm-242는 362 ~ 379 Ci/m3 

이다. 표 3.7.1-29와 그림 3.7.1-30, 31은 냉각기간에 따른 Pu-241과 Cm-242의 방사능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 Pu-241의 방사능 세기는 1,160 ~ 1,220 Ci/m3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냉각기간 90년 이후에서 10CFR61.55 규정값 보다 낮은 15.1 

~ 15.8 Ci/m3를 나타낸다. 반면에 기 Cm-242의 방사능 세기는 0.114 ~ 0.119 

Ci/m3로, 10CFR61.55에서 제시한 규정값 보다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회

수된 우라늄 속은 냉각기간 90년 동안 장 리한 다음, LLW Class C로 처분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해정련공정에서 회수된 잉여 우라늄 속은 경제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재활용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90년 동안 장 리하는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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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oling
Time 
(year)

Recovered Uranium Metal Products 

U (W) TRU  (W) RE  (W) Total  (W)
Lo 

(W/m3) Hi(W/m3)

0 6.44E-02 3.05E-01 1.45E+00 1.82E+00 3.56E+01 3.73E+01

10 6.75E-02 2.79E-01 1.07E+00 1.42E+00 2.78E+01 2.91E+01

20 7.09E-02 2.57E-01 8.21E-01 1.15E+00 2.25E+01 2.36E+01

30 7.45E-02 2.39E-01 6.32E-01 9.45E-01 1.85E+01 1.94E+01

40 7.80E-02 2.23E-01 4.90E-01 7.91E-01 1.55E+01 1.62E+01

90 9.33E-02 1.73E-01 1.42E-01 4.09E-01 8.00E+00 8.38E+00

140 1.04E-01 1.45E-01 4.13E-02 2.90E-01 5.68E+00 5.94E+00

190 1.12E-01 1.26E-01 1.21E-02 2.49E-01 4.87E+00 5.10E+00

240 1.17E-01 1.11E-01 3.55E-03 2.31E-01 4.52E+00 4.73E+00

290 1.20E-01 9.97E-02 1.05E-03 2.20E-01 4.31E+00 4.51E+00

Table 3.7.1-27 Changes of Decay Heat of Uranium Metal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ear)

Recovered Uranium Metal Products 

U (Ci) TRU (Ci) RE (Ci) Total (Ci) Lo(Ci/m3) Hi(Ci/m3)

0 4.93E+00 6.81E+01 2.90E+02 3.63E+02 7.10E+03 7.44E+03

10 4.03E+00 4.49E+01 1.94E+02 2.43E+02 4.76E+03 4.98E+03

20 3.53E+00 3.03E+01 1.48E+02 1.82E+02 3.56E+03 3.73E+03

30 3.27E+00 2.11E+01 1.15E+02 1.39E+02 2.72E+03 2.85E+03

40 3.15E+00 1.53E+01 8.93E+01 1.08E+02 2.11E+03 2.21E+03

90 3.34E+00 6.01E+00 2.62E+01 3.55E+01 6.95E+02 7.27E+02

140 3.68E+00 4.46E+00 7.94E+00 1.61E+01 3.15E+02 3.30E+02

190 3.93E+00 3.82E+00 2.50E+00 1.02E+01 2.00E+02 2.09E+02

240 4.10E+00 3.37E+00 8.53E-01 8.32E+00 1.63E+02 1.70E+02

290 4.21E+00 3.02E+00 3.32E-01 7.57E+00 1.48E+02 1.55E+02

Table 3.7.1-28 Changes of Radioactivity of Uranium Metal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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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8 Changes of Decay Heat of Uranium Metal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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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9 Changes of Radioactivity of Uranium Metal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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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TRU Pu-241 Cm-242

Lo(Ci/m3) Hi(Ci/m3) Lo(Ci/m3) Hi(Ci/m3) Lo(Ci/m3) Hi(Ci/m3)

0 1.33E+03 1.40E+03 1.16E+03 1.22E+03 1.14E-01 1.19E-01

10 8.79E+02 9.20E+02 7.16E+02 7.50E+02 1.09E-01 1.14E-01

20 5.93E+02 6.21E+02 4.42E+02 4.63E+02 1.03E-01 1.08E-01

30 4.13E+02 4.32E+02 2.74E+02 2.87E+02 9.78E-02 1.02E-01

40 2.99E+02 3.14E+02 1.68E+02 1.76E+02 9.33E-02 9.77E-02

90 1.18E+02 1.23E+02 1.51E+01 1.58E+01 7.30E-02 7.64E-02

140 8.73E+01 9.14E+01 1.35E+00 1.41E+00 5.71E-02 5.98E-02

190 7.48E+01 7.83E+01 1.31E-01 1.37E-01 4.46E-02 4.67E-02

240 6.59E+01 6.91E+01 2.25E-02 2.36E-02 3.50E-02 3.67E-02

290 5.91E+01 6.19E+01 1.26E-02 1.32E-02 2.74E-02 2.87E-02

   Table 3.7.1- 29. Changes of Pu-241, Cm-242 and TRU Radioactivity in 

Uranium  Metal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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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20 Changes of Pu-241 and TRU Radioactivity in Uranium 

Metal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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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21 Changes of Cm-242 Radioactivity in Uranium Metal    

with Cooling Time.

  9) RE2O3 Waste Form

   가) Waste Form의 발생량 평가 

해제련공정에서 배출된 LiCl-KCl 용융염은 재차 잔류 우라늄, TRU   

RE를 회수하는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LiCl-KCl 용융염계에는 상당량의 RE 핵

종이 존재한다. 최종 으로 LiCl-KCl 용융염을 처리하기에 앞서 잔류 RE 핵종을 회

수하는 단계를 거친다. LiCl-KCl 용융염계의 RE 염화물은 산화물로 침 한 다음, 

여과 회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배출 LiCl-KCl 용융염에는 핵물질과 핵분열생

성물이 약 0.5% 잔류한다는 가정 하에 평가를 수행하 다. PWR SF 1 MTHM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RE2O3(U  TRU 포함) 량은 15.66 kg 이다. 회수된 RE2O3는 

Glass 혹은 Phosphate Ceramic Matrix를 이용한 고정화방안에 해 평가를 수행하

다.  RE2O3 Glass와 Phosphate Ceramic Waste Form의 Waste Loading 율 30 ~ 

60 % 기 으로 평가된 Waste Form의 발생량은 표 3.7.1-30과 같다. 

  ○ Basis : 250 kg의 LiCl-KCl Waste Salt, 3.73 g-U, 20.4 g-TRU, 13,400 g-RE

     - 생성 U3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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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g 0.995 842 g  = 4.38 g = 4.38E-06 MT 238 g  3
     - 생성 TRU2O3

     

20.5 g 0.995 g 536 g  = 22.4 g = 2.24E-05 MT 244 g  2

     - 생성 RE2O3

     

13,400 g 0.995 g 326 g  = 15,635 g = 1.56E-02 MT 139 g  2

     - 총 생성 산화물 = (4.38 + 22.4 + 15,635) g = 15,662 g = 1.57E-02 MT

  ○ Glass Waste Form 계산

     - Glass Waste Form의 도 : 3.0 ~ 4.0 MT/m
3

     - Glass Waste Form의 loading이 30 %인 경우

       

15.66  = 0.3, (15.66 - 4.698)  = x = 10.962 = 36.54 kgx + 15.66 0.3 0.3

      ․ Waste Form 무게 = (15.66 + 36.54) = 52.2 kg = 5.22E-02 MT

     - Glass Waste Form의 loading이 60 %인 경우

       

15.66  = 0.6, (15.66 - 9.396)  = x = 6.264 = 10.44 kgx + 15.6 0.6 0.6

      ․ Waste Form 무게 = (15.66 + 10.44) = 26.10 kg = 2.61E-02 MT 

  ○ Phosphate Ceramic Waste Form(Monozite : ((LN,AN)PO4)

    - Phosphate Waste Form의 도 : 2.3 ~ 2.5 MT/m
3
 

    - Phosphate Waste Form의 loading이 30 %인 경우

       

15.66  = 0.3, (15.66 - 4.698)  = x = 10.962 = 36.54 kgx + 15.66 0.3 0.3

      ․ 따라서 Waste Form 무게 = (15.66 + 36.54) = 52.20 kg = 5.22E-02 MT 

    - Phosphate Waste Form의 loading이 40 %인 경우

       

15.66  = 0.4, (15.66 - 6.264)  = x = 9.396 = 23.49 kgx + 15.66 0.4 0.4

      ․ 따라서 Waste Form 무게 = (15.66 + 23.49) = 39.15 kg = 3.92E-02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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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RE2O3

 Glass Waste Form 3.0 4.0 30 60 6.53E-03 1.74E-02

 Phosphate Ceramic
 Waste Form

2.3 2.5 30 40 1.57E-02 2.27E-02

  Table 3.7.1-30 Amount of Generated RE2O3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나) Waste Form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RE2O3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Glass 혹은 Phosphate Ceramic 등의 

Matrix 매질을 이용하여 고정화한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RE2O3 Waste Form의 피를 기 으로 평가된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를 표 3.7.1-31, 

32와 그림 3.7.1-22, 23에 나타내었다. 단 체 당 기 붕괴열은 약 22,600 ~ 78,400 

W/m
3
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냉각기간 140년까지 붕괴열은 속히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RE2O3의 높은 붕괴열의 특성으로 인해 Waste Form의 

장 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Waste Form의 단 체 당 붕괴

열은 Canister의 설계 열용량, 그리고 Centerline에서의 허용온도를 기 으로 감소시

키는 방안에 한 재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기 방사능 세기도 4,450,000 ~ 15,500,000으로, IAEA에서 제시한 HLW의 

범주에 속한다. 방사능세기도 표 3.7.1-32와 그림 3.7.1-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냉각

기간 140년까지 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 리의 기술  

요건 만족을 해 Waste Loading을 약 1.13 ~ 3.92 배 감소를 시키는 것이 요구된

다. RE2O3 Waste Form은 약 140년 붕괴 장한 다음 고 폐기물로 처분하는 략

의 도입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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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 time 
(year) total (W)

Glass Waste Form
Phosphate Ceramics Waste 

Form

Lo (W/m3) Hi (W/m3) Lo (W/m3) Hi (W/m3)

0 5.12E+02 2.94E+04 7.84E+04 2.26E+04 3.26E+04

10 3.82E+02 2.20E+04 5.85E+04 1.68E+04 2.43E+04

20 2.93E+02 1.68E+04 4.49E+04 1.29E+04 1.87E+04

30 2.25E+02 1.29E+04 3.45E+04 9.91E+03 1.43E+04

40 1.75E+02 1.01E+04 2.68E+04 7.71E+03 1.11E+04

90 5.11E+01 2.94E+03 7.83E+03 2.25E+03 3.25E+03

140 1.52E+01 8.74E+02 2.33E+03 6.70E+02 9.68E+02

190 4.71E+00 2.71E+02 7.21E+02 2.07E+02 3.00E+02

240 1.61E+00 9.25E+01 2.47E+02 7.09E+01 1.03E+02

290 6.88E-01 3.95E+01 1.05E+02 3.03E+01 4.38E+01

Table 3.7.1-31 Changes of Decay Heat of RE2O3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Decay 
time 

(year)
Total (Ci)

Glass Waste Form
Phosphate Ceramics Waste 

Form

Lo(Ci/m3) Hi(Ci/m3) Lo(Ci/m3) Hi(Ci/m3)

0 1.01E+05 5.80E+06 1.55E+07 4.45E+06 6.43E+06

10  6.90E+04 3.97E+06 1.06E+07 3.04E+06 4.39E+06

20  5.26E+04 3.02E+06 8.06E+06 2.32E+06 3.35E+06

30  4.08E+04 2.34E+06 6.25E+06 1.80E+06 2.60E+06

40  3.18E+04 1.83E+06 4.87E+06 1.40E+06 2.03E+06

90  9.33E+03 5.36E+05 1.43E+06 4.11E+05 5.94E+05

140  2.83E+03 1.63E+05 4.33E+05 1.25E+05 1.80E+05

190  8.94E+02 5.14E+04 1.37E+05 3.94E+04 5.69E+04

240  3.10E+02 1.78E+04 4.75E+04 1.37E+04 1.97E+04

290  1.25E+02 7.18E+03 1.91E+04 5.51E+03 7.96E+03

Table 3.7.1-32 Changes of Radioactivity of RE2O3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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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l2 Waste Form

   가) Waste Form의 발생량 평가 

Cl2 폐기물은 해제련, Residual Actinide Recovery  산화-침 단계에서 

발생된다. Cl2가스의 처리방법은 PYRO 공정특성상 습식처리 방법보다는 GNEP에서 

제시한 Fe 속을 이용한 건식처리방법의 도입이 바람하다. 본 연구는 Fe 속을 

이용한 처리방법 도입을 가정하고 폐기물 발생량 평가를 수행하 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FeCl3 폐기물은 LiCl 혹은 LiCl-KCl Waste Salt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올라이

트에 염내포한 다음, Glass Frit과 혼합하여 Glass-bonded Ceramic 형태로의 고정화

를 가정하 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Cl2는 약 21.09 kg이 발생된다. 그

리고 Cl2 가스는 Fe와 반응하여 생성된 FeCl3 량은 32.17 kg이다. FeCl3의 Waste 

Loading 율 7 ~ 15 %를 기 으로 평가된 Cl2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의 발생량은 표 3.7.1-33과 같다. 그리고 Cl2 Waste Form은 다른 방사능 물질을 포

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 총 발생 Cl2 = 7.81 kg( 해제련) + 3.01 kg(RAR) + 10.27 kg(산화침 ) = 

21.09 kg

  ○ Basis : 21.09 kg-Cl2

    - 반응식 : Fe + 1.5Cl2 → FeCl3

    - 생성 FeCl3

      

21,090 g-Cl2 162.21 g-FeCl3  = 32.17 kg = 3.22E-02 MT 70.906 g  1.5

  ○ Waste Form 발생량 평가

    - 처리 상 FeCl3 량 = 32.17

    - FeCl3 Waste/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4 : 1.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15 %

     ․32.17 kg-FeCl3 + 128.68 kg-zeolite + 48.26 kg-glass frit = 297.87 kg = 

2.09E-01 MT

    - FeCl3 Waste/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10 : 3.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7 %

     ․32.17 kg-FeCl3 + 321.7 kg-zeolite + 112.60 kg-glass frit = 463.71 kg = 

      4.67E-01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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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Cl2  Glass-bonded Ceramic 2.5 2.7 7 15 7.74E-02 1.87E-01

 Table 3.7.1-33 Amount of Generated Cl2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11)  LiCl-KCl Waste Form

   가) Waste Form의 발생량 평가 

산화-침 공정에서 최종 으로 배출되는 LiCl-KCl 폐용융염은 극미량의 우라

늄, TRU와 RE 핵종 등이 포함된다. PWR SF 1 MTHM 처리에 LiCl-KCl 량은 5 

MT이 요구되고, 이는 약 20회 사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 다. 따라서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LiCl-KCl Waste Salt는 약 250 kg에 불과하다. 상기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LiCl-KCl 폐용융염은 일련의 처리과정을 통해 U, TRU  

RE 핵종 등이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붕괴열과 방사능세기는 극히 낮을 것으로 

단된다. LiCl-KCl 폐용융염은 제올라이트 4A로 염내포 시킨 다음, Glass Frit를 혼

합하여 Glass-bonded Ceramic로 고정화한다. LiCl-KCl 폐용융염 발생량과 Waste 

Loading 율 7 ~ 15 % 기 으로 평가된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발생량은 표 3.7.1-34와 같다. 

  ○ Basis : LiCl-KCl Waste Salt 250 kg

  ○ LiCl-KCl Waste Salt/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4 : 1.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15 %

     ․250 kg-LiCl + 1,000 kg-zeolite + 375 kg-glass frit = 1,625 kg = 1.63E+00 

MT

  ○ LiCl-KCl Waste Salt/Zeolite 4 A/Glass Frit의 혼합비 : 1 : 10 : 3.5인 경우, 

Waste loading 약 7 %

     ․250 kg-LiCl + 2,500 kg-zeolite + 875 kg-glass frit = 3,625 kg = 

       3.63E+00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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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tream

Waste Form
Density

(MT/m3)

Waste Loading

(wt%)

Waste Form

Volme,(m3)

Type Lo Hi Lo Hi Lo Hi

LiCl-KCl

Waste Salt

 Glass-bonded

Ceramic
2.3 2.5 7 15 6.52E-01 1.58E+00

Table 3.7.1-34. Amount of Generated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나)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발생량은 0.652 ~ 1.58 m3으로, 다른 공정폐기물과 비교하여 발생량이 비교

 많기 때문에 이의 Waste Form의 리가 매우 요하다. 표 3.7.1-35, 36와 그림 

3.7.1-24, 25는 냉각기간에 따른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의 붕괴열을 나

타낸 것으로, 기 붕괴열은 약 1.63 ~ 3.95 W/m3으로 매우 은 값을 보이고 있

다. 기 방사능세기도 약 320 ~ 776 Ci/m3으로 매우 은 값을 보이고 있다.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NRC에서 제시

한 10CFR61.55의 기 을 고려하여 분류되어야 한다. LiCl-KCl Glass-bonded Waste 

Form에는 물질수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RU, Pu-241, Cm-242 등이 10CFR61.55

에서 규제를 받는 핵종이다. 이들 핵종에 한 LLW Class를 만족하기 한 방사능

세기는 각각 100, 3,500  20,000 nCi/g 이하로, LiCl-KCl Glass-bonded Waste 

Form은 이들 핵종에 한 방사능 세기가 10CFR61.55에서 제시한 기 보다 낮을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단의 기 은 반드시 공정요건에서 제시한 분리효율

을 만족해야 한다는 이다. 따라서 PYRO 처리공정에서 비교  발생량이 많은 

LiCl-KCl의 Waste Form이 LLW Class C 분류기 을 만족한다면 폐기물 리에 큰 

장 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 으로 LiCl-KCl Waste Form은 0 ~ 40년 동안 붕괴

장 리한 다음, LLW Class C로 처분하는 략의 도입이 기술 으로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TRU, Pu-241, Cm-242 핵종의 회수율은 10CFR61.55에서 제

시된 기 값 보다 낮은 방사능세기가 유지되도록 매우 높아야 한다는 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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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r)

Total (W)
Glass-bonded Ceramic

Lo (W/m3) Hi (W/m3)

0  2.57E+00 1.63E+00 3.95E+00

10  1.92E+00 1.21E+00 2.94E+00

20  1.47E+00 9.30E-01 2.25E+00

30  1.13E+00 7.16E-01 1.74E+00

40  8.79E-01 5.57E-01 1.35E+00

90  2.56E-01 1.62E-01 3.93E-01

140  7.61E-02 4.82E-02 1.17E-01

190  2.36E-02 1.50E-02 3.63E-02

240  8.10E-03 5.13E-03 1.24E-02

290 3.45E-03 2.19E-03 5.30E-03

Table 3.7.1-35 Changes of Decay Heat of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
(yr)

Total (Ci)
Glass-bonded Ceramic

Lo (Ci/m3) Hi (Ci/m3)

0  5.06E+02 3.20E+02 7.76E+02

10  3.46E+02 2.19E+02 5.31E+02

20  2.64E+02 1.67E+02 4.05E+02

30  2.05E+02 1.30E+02 3.14E+02

40  1.60E+02 1.01E+02 2.45E+02

90  4.69E+01 2.97E+01 7.19E+01

140  1.42E+01 8.99E+00 2.18E+01

190  4.49E+00 2.84E+00 6.89E+00

240  1.56E+00 9.87E-01 2.39E+00

290  6.26E-01 3.96E-01 9.60E-01

Table 3.7.1-36 Changes of Radioactivity of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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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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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24 Changes of Decay Heat of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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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회수 TRU 속 

   가) TRU 속 회수량 평가 

해제련과 악티나이드 회수공정 단계에서 공회수 TRU 속량은 LiCl-KCl  

최종 용융염에 우라늄과 TRU가 0.5 wt% 잔류, 그리고 RE는 회수 TRU의 025가 회

수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 다. 공회수된 U, TRU  RE 속량은 21.4 kg으로, 표 

3.7.1-37에 수록하 다. 회수된 TRU 속의 도는 표 3.7.1-38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16.3 ~ 17.0 MT/m
3
으로 계산된다. 이를 기 으로 회수된 TRU 속을 부피로 

환산하면, 약 1.26E-03 - 1.31E-03 m
3
에 해당한다. 

      

Group Element
Recovered TRU

Total
Electrowinning

Residual Actinide 
Recovery

U U 3.20E+03 7.42E+02 3.94E+03

TRU

Pu 8.30E+03 3.48E+03 1.18E+04

Np 6.20E+02 2.21E+02 8.41E+02

Am 7.20E+02 3.48E+02 1.07E+03

Cm 6.00E+01 3.93E+01 9.93E+01

Total 9.70E+03 4.09E+03 1.38E+04

AM & AEM

RE

La 1.50E+02 1.48E+02 2.98E+02

Ce 6.20E+02 2.66E+02 8.86E+02

Pr 3.10E+02 1.22E+02 4.32E+02

Nd 1.25E+03 4.35E+02 1.69E+03

Pm 2.94E+00 9.94E-01 3.93E+00

Sm 1.10E+02 9.97E+01 2.10E+02

Eu 2.04E+01 1.66E+01 3.70E+01

Gd 2.14E+01 2.01E+01 4.15E+01

Se

Br

Y 1.78E+01 5.68E+01 7.46E+01

Total 2.50E+03 1.17E+03 3.67E+03

NM

VFPs

Total 1.54E+04 5.99E+03 2.14E+04

Table 3.7.1-37 Amount of Recovered TRU Metal from Pyro-processing of PWR 

SF 1 M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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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lement
Recovered TRU

분율 도
 도

Electrowinning RAR Total 평균 도
평균 도
(99.5 %)

평균 도
(95%)

U U 3.20E+03 7.42E+02 3.94E+03 1.84E-01 19.05 3.51E+00

TRU Pu 8.30E+03 3.48E+03 1.18E+04 5.51E-01 19.82 1.09E+01

Np 6.20E+02 2.21E+02 8.41E+02 3.93E-02 20.45 8.04E-01

Am 7.20E+02 3.48E+02 1.07E+03 5.00E-02 13.67 6.84E-01

Cm 6.00E+01 3.93E+01 9.93E+01 4.64E-03 13.51 6.27E-02

Total 9.70E+03 4.09E+03 1.38E+04

RE La 1.50E+02 1.48E+02 2.98E+02 1.39E-02 6.174 8.60E-02

Ce 6.20E+02 2.66E+02 8.86E+02 4.14E-02 6.1771 2.56E-01

Pr 3.10E+02 1.22E+02 4.32E+02 2.02E-02 6.782 1.37E-01

Nd 1.25E+03 4.35E+02 1.69E+03 7.90E-02 7.004 5.53E-01

Pm 2.94E+00 9.94E-01 3.93E+00 1.84E-04 6.9 1.27E-03

Sm 1.10E+02 9.97E+01 2.10E+02 9.81E-03 7.536 7.40E-02

Eu 2.04E+01 1.66E+01 3.70E+01 1.73E-03 5.259 9.09E-03

Gd 2.14E+01 2.01E+01 4.15E+01 1.94E-03 5.907 1.15E-02

Y 1.78E+01 5.68E+01 7.46E+01 3.49E-03 4.472 1.56E-02

Total 2.50E+03 1.17E+03 3.67E+03

Total 1.54E+04 5.99E+03 2.14E+04 1.00E+00 1.71E+01 1.70E+01 1.63E+01

Table 3.7.1-38 Estimated Density of Recovered TRU Metal

   나) 회수 TRU 속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평가 

표 3.7.1-39, 40과 그림 3.7.1-26, 27는 냉각기간에 따른 단 체 당 TRU 속

의 붕괴열을 나타낸 것이다. 기 붕괴열은 512,000 ~ 533,000 W/m
3
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를 량기 으로 환산하면 TRU 속 붕괴열은 약 31.4 W/kg

이다. 회수된 TRU 속은 이와 같은 붕괴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  임시 장

시설의 요건을 결정해야 한다. 기 방사능세기도 1.15E+08 ~ 1.19E+08 W/m
3
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를 량기 으로 환산하면 회수 TRU 속의 기 

방사능세기는 약 7,013 Ci/kg 이다. 회수 TRU 속은 상기에서 기술한 붕괴열과 

방사능 세기 특성, 임계성 등을 고려하여 운반  임시 장시설에 한 요건을 결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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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Time(yr)
U (W) Pu (W) NP (W) Am (W) Cm (W) La (W) Ce (W) Pr (W) Nd (W) Pm (W) Sm (W) Eu (W) Y (W) Total (W) Lo(W/m3) Hi(W/m3)

0 2.85E-04 2.59E+02 1.67E-01 8.99E+01 2.58E+02 3.18E-10 2.75E-02 3.25E-01 7.78E-12 1.35E+00 9.77E-03 8.54E+00 5.30E+01 6.71E+02 5.12E+05 5.33E+05

10  6.77E-02 2.42E+02 1.68E-01 1.39E+02 1.77E+02 3.18E-10 3.80E-06 4.48E-05 7.78E-12 9.61E-02 9.04E-03 3.79E+00 4.14E+01 6.02E+02 4.60E+05 4.78E+05

20  0.00E+00 2.26E+02 1.68E-01 1.67E+02 1.21E+02 3.18E-10 5.24E-10 6.19E-09 7.78E-12 6.84E-03 8.38E-03 1.69E+00 3.24E+01 5.47E+02 4.18E+05 4.34E+05

30  0.00E+00 2.11E+02 1.68E-01 1.84E+02 8.25E+01 3.18E-10 7.25E-14 8.56E-13 7.78E-12 4.91E-04 7.75E-03 7.49E-01 2.53E+01 5.03E+02 3.84E+05 3.99E+05

40  0.00E+00 1.97E+02 1.68E-01 1.92E+02 5.65E+01 3.18E-10 1.00E-17 1.18E-16 7.78E-12 3.57E-05 7.17E-03 3.35E-01 1.98E+01 4.65E+02 3.55E+05 3.69E+05

90  1.38E-02 1.44E+02 1.70E-01 1.94E+02 8.66E+00 3.18E-10 5.04E-37 5.95E-36 7.78E-12 1.04E-08 4.88E-03 5.95E-03 5.78E+00 3.52E+02 2.69E+05 2.79E+05

140  2.34E-02 1.08E+02 1.72E-01 1.81E+02 1.52E+00 3.18E-10 0.00E+00 0.00E+00 7.78E-12 1.14E-09 3.33E-03 1.09E-04 1.68E+00 2.92E+02 2.23E+05 2.32E+05

190  2.65E-02 8.33E+01 1.74E-01 1.67E+02 4.06E-01 3.18E-10 0.00E+00 0.00E+00 7.78E-12 1.60E-10 2.26E-03 2.20E-06 4.93E-01 2.51E+02 1.92E+05 1.99E+05

240  2.94E-02 6.70E+01 1.75E-01 1.54E+02 2.09E-01 3.18E-10 0.00E+00 0.00E+00 7.78E-12 2.25E-11 1.54E-03 5.90E-08 1.44E-01 2.21E+02 1.69E+05 1.75E+05

290  3.08E-02 5.59E+01 1.77E-01 1.43E+02 1.55E-01 3.18E-10 0.00E+00 0.00E+00 7.78E-12 3.19E-12 1.05E-03 2.54E-09 4.20E-02 1.99E+02 1.52E+05 1.58E+05

Table 3.7.1-39 Changes of Decay Heat of Recovered TRU Metal with Cooling Time 

Cooling

Time(yr)
U Pu Np Am Cm La Ce Pr Nd Pm Sm Eu Y Total Lo(Ci/m3) Hi(Ci/m3)

0 2.18E-02 1.26E+05 5.99E+01 2.72E+03 7.40E+03 1.76E-06 4.19E+01 4.48E+01 6.88E-10 3.68E+03 8.30E+01 1.11E+03 9.58E+03 1.50E+05 1.15E+08 1.19E+08

10  1.78E-02 8.03E+04 5.99E+01 4.17E+03 5.05E+03 1.76E-06 5.81E-03 6.19E-03 6.88E-10 2.62E+02 7.69E+01 4.56E+02 7.49E+03 9.79E+04 7.47E+07 7.77E+07

20  1.56E-02 5.19E+04 5.98E+01 5.03E+03 3.45E+03 1.76E-06 8.01E-07 8.56E-07 6.88E-10 1.86E+01 7.11E+01 1.94E+02 5.85E+03 6.66E+04 5.08E+07 5.29E+07

30  1.44E-02 3.42E+04 5.98E+01 5.52E+03 2.36E+03 1.76E-06 1.11E-10 1.18E-10 6.88E-10 1.32E+00 6.60E+01 8.45E+01 4.58E+03 4.69E+04 3.58E+07 3.72E+07

40  1.39E-02 2.32E+04 1.15E+00 5.78E+03 1.62E+03 1.76E-06 1.53E-14 1.63E-14 6.88E-10 9.46E-02 6.11E+01 3.72E+01 3.58E+03 3.42E+04 2.61E+07 2.71E+07

90  1.47E-02 5.92E+03 7.72E-01 5.83E+03 2.48E+02 1.76E-06 7.70E-34 8.18E-34 6.88E-10 3.14E-05 4.15E+01 6.58E-01 1.04E+03 1.31E+04 1.00E+07 1.04E+07

140  1.62E-02 3.44E+03 7.41E-01 5.42E+03 4.30E+01 1.76E-06 0.00E+00 0.00E+00 6.88E-10 4.34E-06 2.83E+01 1.21E-02 3.05E+02 9.24E+03 7.05E+06 7.33E+06

190  1.74E-02 2.59E+03 7.39E-01 5.01E+03 1.15E+01 1.75E-06 0.00E+00 0.00E+00 6.88E-10 6.12E-07 1.92E+01 2.49E-04 8.89E+01 7.73E+03 5.90E+06 6.13E+06

240  1.81E-02 2.09E+03 7.40E-01 4.63E+03 5.88E+00 1.75E-06 0.00E+00 0.00E+00 6.88E-10 8.64E-08 1.31E+01 7.05E-06 2.60E+01 6.76E+03 5.16E+06 5.37E+06

290  1.86E-02 1.76E+03 7.41E-01 4.27E+03 4.38E+00 1.75E-06 0.00E+00 0.00E+00 6.88E-10 1.22E-08 8.89E+00 3.20E-07 7.58E+00 6.05E+03 4.62E+06 4.80E+06

Table 3.7.1-40 Changes of Radioactivity of Recovered TRU Metal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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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26 Changes of Decay Heat of Recovered TRU Metal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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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27 Changes of Radioactivity of Recovered TRU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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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물/Waste Form 포장요건 분석/평가

 가. 고 폐기물 Canister 황

  1) PUREX 재처리시설의 Canister

재 운  인 재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은 액체폐기물의 잔류물

과 구조재 속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액체폐기물은 온도조건 400 ～ 900 ℃의 

Calcination 과정을 통해 핵분열생성물 잔류물을 회수하고, 한 처리과정을 통해 

Borosilicate Glass Form으로 제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회수된 잔류물은 비표면  

0.1 ～ 5 m
2
/g를 갖는 입자형태의 산화물로 고방열성 핵종인 Cs, Sr과 TMFP, 

LNFP 산화물, 그리고 루토늄을 제외한 TRU 산화물 등이 포함된다. Borosilicate 

Glass Form은 그림 3.7.2-1과 같은 단계를 통해 Canister 재, 용 , 제염  

운반 등의 과정을 통해 간 장시설로 반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Fig. 3.7.2-1 Packaging Steps for Vitrified Wastes.

  기 재처리 시설은 처리 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붕괴열의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Canister를 사용하 다. 1970년 에 운  개시된 Ateliers Vitrification 

Marcoule 시설(AVM)에서는 가스 냉각로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 

유리고화체를 직경 0.5 m, 높이 1 m의 Canister에 포장하 다. AVM Canister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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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40 ℓ로 3개의 유리 고화체(각 120 kg)를 재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  재 

열용량은 8 W/ℓ로 설계되었다. 그 이후 랑스는 1980년 후반에 La-Hague 랜

트(AVH)의 R7과 T7의 유리고화시설을 본격 으로 운 하 다. AVH의 유리화 공

정은 Rotary Calciner (Metallic Inductively Heated Melter Vessel)를 사용하고, 

Batch식으로 Canister에 용융유리를 직  재하는 개념을 용하 다. 특히 AVH

의 Canister는 그림 3.7.2-2와 같이 직경 0.42 m, 높이 1.3 m로, 재 열용량 설계기

은 3 kW이다. Canister 운반과 용융유리 취  용이성을 고려하여 Neck의 형태의 

개념을 반 하 다. 일반 으로 Canister는 내부공간의 3/4 정도를 채우고, 나머지 

공간은 고압 압축 Hull의 Punk를 채우기도 한다. AVH의 유리고화체 Canister는 

동일한 규격의 UC-V(Universal Canister for Vitrified Wastes)와 UC-C(Universal 

Canister for Compacted Waste)로 표 화하는 작업을 착수하고, 랑스는 물론 

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격  사양의 Canister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Canister의 표 화는 취 , 장  처분요건에 한 간소화는 물론 앞으로 기술성 

 경제성 향상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UC-C는 Hulls, End-pieces 등

의 구조재를 약 200 MPa의 압력으로 고압 압축폐기물의 재를 한 Canister로 

표 3.7.2-1와 같이 UC-V와 규격과 사양이 거의 동일하다. R7/T7의 Vitrification 시

설과 달리 구조재 속폐기물은 La-Hague ACC Facility에서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

며, 2002년 5월부터 운 을 개시하 다. 

Fig. 3.7.2-2 UC-C, V Canister for packaging of H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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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2-3은 La-Hague ACC 시설의 Process Diagram과 내부 셀의 모습을 나타

낸 것이다. UC-C는 낙하사고에도 한 격납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조  안 설

계 기 을 반 하 다. Cansister의 Lid는 방사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가스의 배출

을 한 속 필터가 장착되고, 그리고 압축폐기물의 재를 해 UC-V와는 랜

지 모양과 용 부 가 크게 다르다. 

Items UC-C UC-V

 Total Mass 700 kg 500 kg

 Overall Height 2338 mm

 Overall Diameter 430 mm

 β Activity of FPs 67 TBq 22,500 TBq

 β Activity Activation Products 160 TBq NA

 α Activity of Actinides 1 TBq 140 TBq

 Decay Heat 40 W 1,750 W

 γ Dose Rate at 0 m(Contact)

Table 3.7.2-1  UC-V, C Nominal Mean Values of HLW Loaded Canister

Fig. 3.7.2-3 Simplified Process Diagram of the ACC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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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셀라필드에 랑스와 동일한 AVH 2개 라인을 건설하고, 1990년 에 운

을 개시하 다. 2002년 1월에는 추가 라인의 설치  운 하고, 지 까지 총 

4,000 Canister의 Borosilicate Glass Form을 생산한 경험이 있다. Canister는 랑스

의 AVH와 사양과 규격이 동일하다. 그림 3.7.2-4는  유리화 폐기물의 포장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특히 용융유리의 속 냉각에 의한 Thermal Stress에 의한 Crack의 

발생방지를 해 한 냉각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의 PAMELA와 인

도 WIP에서는 UC-V보다 더 작은 0.15 ～ 0.2 m 직경의 Canister를 사용하기도 하

나 장비용 상승과 취 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 KfK는 새로운 공법, 즉 HLW 

Phosphate Glass Bead를 만든 다음, 이를 캐니스터 내의 용융 속에 분산시켜 포장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방안은 열 도의 극 화에 의한 고방열성 핵종

의 고화체 등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미국은 LWR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비교하여 방사능 세기와 붕괴열이 낮은 국방폐

기물을 Savannah River Defense Processing Facility(DWFP)에서 큰 용량의 캐니스

터에 포장하고 있다. 재 DWPF의 캐니스터는 2 ft(D) x 10 ft(L)와 2 ft(D) x 15 ft

의 2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TAD 등의 수송용기 시스템과 유카마운틴 처분

장과 한 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지 까지 기술한 각국의 Canister 규격

과 설계 열용량 등은 아래의 표 3.7.2-2에 요약 수록하 다. 

Fig. 3.7.2-4 Sectional View of Packaging Step of Glass Wast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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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Canister
Glass Waste 

Form Max Activity
Maximum
Canister 
PowerInner

Diameter
Height Mass Volume

m m kg ℓ GBq α/β W W/kg

AVM France 0.49 1.0 360 135 3.0×107 1.4×107 1,000 2.8

R7/T7 France 0.42 1.34 400 150 1.4×105 2.8×107 2,980 7.5

WVP-VPS UK 0.42 1.34 400 150 - - 2,000 -

DWPF-U.S. 0.59 3.0 670 - - - -

TVF-Japan 0.42 1.0 300 110 1.5×107 - 1,400 4.7

Table 3.7.2-2 Canister Specification of Vitrified HLW 

WVP : Waste Vitrification Process - Sellafield

TVF : Tokai Vitrification Facility

  2) 선진 핵연료주기시설의 Canister 모델

2000년 에 들어서서 미국을 심으로 한 원자력선진국들은 국가주도로 고속

로와 연계된 미래원자력시스템의 연구개발 로그램을 경쟁 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FCRD, 그리고 일본의 FaCT 등이 표 인 로그램이다. 이들 로그램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는  처분 상 고 폐기물과 환경 해도 최소화, 장반감기 

핵종인 악티나이드의 소멸, 그리고  우라늄 자원의 활용 극 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핵심목표의 실 을 해서는 핵확산 항성이 강화된 분리공정 개발이 우선이

다.

  핵확산 항성의 표 인 분리기술은 미국의 UREX+1a  PYROX 공정, 그리고 

일본의 NEXT 공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UREX+1a 공정은 잉여 우라늄과 

TRU 공회수, 그리고 이 과정에서 Tc, Cs/Sr, TMFP  LnFP 폐기물을 개별 으로 

분리하는 개념이다. 각 단계에서 분리 회수된 폐기물은 안정한 형태의 고화체로 제

조하고, IWMS(Integrated Waste Management Strategy) 략에 따라 고화체를 붕괴

장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LWR SNF 처리과정에서 UREX+1a 공정의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표 3.7.2-3에 나타내었다.

  IWMS에서는 이들 Waste Stream의 고정화 방안에 해서 다각 으로 분석  평

가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Borosilicate Glass Waste Form과 고압 압축 속폐기

물을 제외한 Waste Form에 해서는 아직까지 실증경험이 무한 실정이다.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래원자력시스템에서 핵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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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잉여 회수 우라늄의 재이용 혹은 폐기물로 처분, 장반

기 핵종과 고방열성 핵종인 Tc, Cs/Sr과 LnFP, TMFP의 개별 분리를 통해 효율

인 붕괴 장과 처분을 통한 처분 상 고 폐기물의 최소화 등이다. 

  따라서 선진핵연료주기의 핵심공정인 UREX+1a  PYRO 공정에서는 PUREX 공

정과는 달리, 표 3.7.2-3과 3.7.2-4와 같이 여러 형태의 폐기물과 다양한 형태의 

Waste Form이 발생한다. 특히 재까지 Glass와 고압 압축 속폐기물의 Waste 

Form 이외에는 안 성이 입증된 Waste Form은 없다. UREX+1a  PYRO 공정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표 3.7.2-5와 같은 기술  요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태가 결정

되어야 한다. 특히 선진핵연료주기 공정에서는 Borosilicate Glass 이외에 Grout, 

Metal, Ceramic 등 다양한 형태의 Waste Form에 해 고려하고 있다. 

  PYROX 공정도 선진 습식공정인 UREX+1a와 NEXT 공정과 유사하게 잉여 회수 

우라늄의 재이용 혹은 처분, TRU의 공회수, 그리고 고방열성 핵종인 Cs/Sr, TMFP, 

LNFP의 개별분리를 통해 처분 상 고 폐기물의 최소화를 한 연구개발에 

이 맟추어져 있다. 특히 PYRO 공정은 선행공정인 Voloxidation 기술의 도입 여부

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이 크게 다르다.

Waste Steam Waste Composition Category Volume(m3)

 Uranium U3O8 Powder (Storage) 1.8

 Cs & Sr Cs/Sr Aluminosilicatte (Storage) 1.1

 Hulls + Tc, Sludge Zr-Fe based Alloy HLW 0.6

 Compacted Hulls Non-TRU Zr HLW 6.1

 U Losses Borosilicate Glass HLW 1.0 ～ 3.4

 TRU Losses Borosilicate Glass HLW 0.06

 Iodine Potassium Iodate HLW 0.018

 Krypton Zeolite/Aluminosilicate HLW 0.014

 Tritium Grout HLW <0.01

 Lanthanide FPs LABS HLW 0.31

 Carbon-14 Sodium Carbonate HLW 0.034

Table 3.7.2-3 Projected Waste Generation from UREX+1a(100 MTHM of Spent

            Fuel Pro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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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team Waste Form Waste Volume(m3) Disposal

 Metal Metal Alloy 1.27E-01 HLW/GTCC

 Cs/Sr Glass-boned Mineral 5.97E-01 HLW/GTCC

 Ln  Glass 1.24E-02 HLW/GTCC

 SS Hardware Compacted Metal 3.18E-01 GTCC

Table. 3.7.2-4 Estimated Volumes and Disposition of Recommended Waste  

Forms for PYRO Process Wastes((1 MTHM of Spent Fuel Metal 

Processed)

Items Detailed Requirements

① Performance

 - Durability

 - Heat Transfer

 - Radiation Stability

② Cost Effective
 - Low Disposal Volumes

 - Low Cost Processes

③ Flexibility

 - Waste Composition 

 - Waste Loading 

 - Process Ranges, etc.

④ Predictable Performance 
 - Natural Analogues 

 - Release Models

⑤ Match the Waste Streams to Waste Form and Disposal 

   Environment

   (e.g. Keep Noble Elements in Metal Waste Form)

Table 3.7.2-5 Requirements of HLW Waste Forms 

  재 선진핵연료주기의 핵심공정인 UREX+1a와 PYRO 공정의 기술개발은 재 

공학규모 공정장치에 한 Hot-test 단계로, Waste Form 형태와 그리고 포장  

장방법에 한 연구는 개념 인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아직 포장방법을 비롯

한 Canister에 한 구체 인 설계개념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Combined Waste 

Form의 제조방안 등의 연구, 열해석, 그리고 처분과 개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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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nnah River의 DWPF(Defense Waste Processing Facility)에서는 비교  낮은 붕

괴열을 가지고 있는 국방폐기물을 Borosilicate Glass로 고정화한 다음, 이를 2 ft(D) 

x 10 ft(L) Canister에 재하여 장하는 시설을 운 하고 있다. 그리고 Handford 

Tank Waste Remediation의 유리화 폐기물과 Cs 흡착 이온교환수지폐기물의 포장

을 한 Canister는 다음과 같은 3 종류의 규격을 제시하 다. 

 

  - 2 ft(D) x 10 ft(L) (max 1 kW)

  - 2 ft(D) x 15 ft(L) (max 1 kW)

  - 1.1 ft(D) x 4.5 ft (max 1.5 kW, Cs IX Waste Form)

  최근 미국 GNEP에서는 UREX+1a 공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폐기물인 Cs/Sr, 

TMFP  LNFP에 한 여러 조합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Waste Form의 Loading 

율과 열해석 결과 등을 기 으로 조합 처리된 Waste Form의 직경과 Canister의 허

용 열부하량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공학규모 UREX+1a  PYRO공

정에 한 실증연구를 본격 으로 착수하는 만큼, 앞으로 최  Waste Form의 선정, 

그리고 Waste Form의 침출성을 비롯한 안 성 연구를 포함한 Waste Form의 제조, 

포장  장, 그리고 처분과 연계된 연구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단된다. 

  국내는 재 공학규모의 PYRO 핵심공정을 개발하는 단계로 원자력 선진국과 비

교하여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  Initiative를 확보하고 있을 만큼 기술  발 이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PRYO Flow Sheet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특성평

가, 그리고 이의 포장  장 등 통합폐기물 리 략 등에 한 기 연구를 착수

한 상태이다. 

 나. Canister의 기술  요건

재 미국의 DWPF에서 사용되고 있는 Canister의 상세한 규정은 NRC의 

10CFR60.135, 그리고 Waste Acceptance System Requirement Document(DOE/RW- 

0351)에 구체 으로 제시되어 있다. 재 운 되고 있는 Canister는 재처리 폐기물

이 아닌 붕괴열이 비교  낮은 국방폐기물의 고화체를 재하는 Cansiter에 해 

규정한 것이다. 선진핵연료주기의 핵심공정인 UREX+1a와 PYRO 공정에서 발생되

는 Waste Form과는 Waste Form의 형태와 붕괴열, 방사능 세기 등의 특성 에서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nister의 설계요건에 요구되는 항목에 

한 정확한 정의와 기본 인 기술  요건에 한 분석  평가를 통해 Canister 설

계요건에 련된 데이터의 생산과 더불어 포장 비개념을 제시하고자 하 다.  



- 740 -

  1) Waste Form 형태에 한 기술  요건

10CFR60.135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Waste Form 형태는 입자, 연소성, 액체, 

폭발성, 발화성 혹은 화학  반응물질을 제외한 안정한 고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는 PYRO Flow Sheet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해당한다. HT Voloxidation공정

에서 발생되는 Fly Ash, Calcia와 제올라이트 등의 입자형태의 Matrix 등이 포함된

다. 그리고 해환원단계에서 발생되는 LiCl 폐용융염은 발화성 Li 속, 그리고 

해정련단계에서 산화성  발화 가능성이 있는 TMFP 등이 포함된다. PYRO 공정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Grout, Glass-boned Ceramic, Ceramic  Glass 등의 기술

으로 실  가능한 Waste Form를 상으로 한 고화방법에 해 검토를 수행

하고 있다. 따라서 PYRO공정발생 모든 폐기물은 하게 안정한 형태의 Waste 

Form로 처리하고, 포장개념을 용하기 때문에 10CFR60.135에서 제시한 규정을 반

드시 만족해야 한다. HT Voloxidation 공정의 Off-gas 처리시스템에서 발생되는 폐 

Filter Metrix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화처리등의 과정 없이, 직  Canister

에 포장하는 개념은 배제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10CFR60.135에서 Waste 

Form은 Canister 포장을 해 일정한 원형 형태의 확인을 한 Ring Test를 권고하

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Waste Form은 직  용융상태로 주입하는 Glass Waste 

Form을 제외한 Grout, Metal, Glass-bonded Ceramic, Ceramic 등이다. 특히 LiCl, 

LiCl-KCl 폐용융염의 고화체인 Glass-bonded Ceramic는 일정 Mold에 넣고 원통형 

모양의 Waste Form 제조, 혹은 HIP(Hot Isostatic Press)법을 이용하여 Bellows 용

기에 주입한 압축형태로 제조하는 Waste For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형태의 

Waste Form은 Canister의 재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상기에서 기술한 Ring Test를 

수행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Grout Waste Form은 일정 용기에서 혼합  양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포함한 채 포장하는 방안이외에는 선택의 여지

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약 1200 ℃의 고온조건에서 용융한 다음, Metal Ingot 형

태로 제조되는 속폐기물과 회수물인 잉여 우라늄 속 Ingot도 상기의 Ring Test

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Waste Form 특성에 한 요건

Waste Form 특성에 한 항목은 Canister 발열량, 방사능 세기, 수분  공기

의 농도, 그리고 임계제어  내침출성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10CFR60.135에서 국

방폐기물의 고화체인 Borosilicate Glass Waste Form의 Canister 발열량은 1.5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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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핵연료주기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Waste Form은 발열량은 물론 방사능 세기가 크게 다르다. 미국 FCRD에서는 

Borosilicate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의 최  발열량을 16 kW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열량의 기 은 Waste Form의 Centerlines에서 제한온도를 기

으로 평가된 데이터로 Waste Form 형태에 따라 설계 기 값이 큰 차이가 있을 것

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UC-C, V 모델의 Canister를 기  모델로 비 선정

하 다. UC-C, V 모델의 Canister 설계기  발열량은 2 kW, 최  허용 발열량은 3 

kW으로 잠정 으로 고려하 다. 미국의 2 ft(D) x 15 ft 규격의 Canister 발열량 16 

kW로, 이를 UC-C, V Canister 기 으로 환산하면 약 2 kW로, 설계기  발열량과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Canister의 외부 표면에서의 방사능 세기는 운반과정에서 감

마선과 성자에 해 각각 1E+05 R/hr, 10 R/hr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규정 

값은 여러 형태의 Waste Form에 평가를  통해 한 설계 값을 제시하는 것이 요

구된다. 

  Waste Form의 냉각과정에서 Canister 내부에 수증기 응축방지를 해 Waste 

Form의 수분함량에 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 규정은 용융 Borosilicate 

Glass를 Canister에 직  주입하는 방법에 해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선진핵연료

주기 공정에서 발생되는 Waste Form에 해서도 잔류 수분의 함량을 제한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Glass-bonded Ceramic과 Grout 등의 Waste 

Form에 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요구될 것으로 상된다. 비록 재의 규정에는 공

기 혹은 산소에 한 것은 없지만, 산소에 의한 산화반응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

질에 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요구될 것이고, 아울러 폐성에 한 규정도 재평가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에 한 규정은 우선 재 규정을 기 으로 

Canister의 한계 수분량을 결정하는 평가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기  산

소의 농도도 발열조건에서 한 산화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에 해서도 

한 규제가 요구되고, 이는 Canister의 폐성과도 한 계가 있는 만큼 출

율를 포함한 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그리고 임계 안 성에 한 규정은 임계사고의 발생율(10
-4

 이하)로 제한하고 있

다. Waste Form은 일반 으로 Waste Loading율이 부분 30 % 이하, 그리고 임계

와 련된 핵물질이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임계사고는 선진핵연료주기 시설에서 형사고로 확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핵물질의 함량과 기타 항목에 한 한 규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회수물인 우라늄 속은 임계사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무게, 그리고 형상, 포장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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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엄격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항목인 내침출성은 2가지 항목에 

한 시험검증이 요구된다. 재 10CFR60.135에서는 구체 으로 제시된 데이터는 없

으나 PCT(Product Consistency Test, ASTM C1285-97))와 TCLP(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등의 실험결과를 통한 내침출성의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선진핵연료주기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Waste Form을 상으로 한 

기 요건의 제시는 련과제와의 기술  의를 통해 수행방법에 해 결정할 정

이다. 

  3) Canister 포장에 한 요건

Canister 포장에 한 규정은 재 량  부피, 내부 압력, Leak Rate, 표면

오염, 그리고 Canister 재질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내부압력, Leak Rate 등

은 Canister의 건 성  안 성에 한 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차기년도 에 수

행 정인 시험모델의 비 안 성 평가를 통해 정량 인 데이터의 생산  분석을 

통해 안 성을 한 한 제한기 을 제시할 정이다. 

○ 재 량  부피 : 10CFR60.135에서 Waste Form이 재된 총 Canister의 무

게는 9,260 lb(4,200 kg) 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  Canister인 UC-C, V 모델의 재 설계용량을 반 하여 Waste Form

의 재용량을 400 kg로 제한한다. 한 재 부피도 량의 규제요건과 동일한 

기 으로 Canister 내부 부피의 80% 이하로 제한한다. 나머지 Canister의 나머지 

20 %의 용 에는 고압 압축 속폐기물의 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내부의 수분 혹은 공기의 열팽창에 의한 내부 압력의 상승방지를 한 완충공간

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 Canister 내부압력 : Canister의 내부압력 상승은 열에 의한 내부 공기  불활성 

가스의 팽창, Waste Form 잔류수분 증발, 수분 혹은 산소와의 화학반응에 의한 

가스 생성, 방사화학 반응에 의한 He  H-3 생성 등에 의해 발생될 소지가 매

우 높다. 10CFR60.135에서는 Borosilicate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의 내

부 압력을 150 kPa(1.5 kg/cm2)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핵연료주기 

공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형태의 Waste Form에 해서는 상기 반응특성에 한 

연구가 무하기 때문에 정량 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보고

서에서는 10CFR60.135의 규정된 내부압력 기 을 용하고, 장 리 연구를 통

해 앞으로 이에 한 향을 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 Leak Rate : Borosilicate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의 설율에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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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10CFR60.135와 Waste Acceptance System Requirement Document에 구체

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진핵연료주기 공정에서 발생되는 Waste Form

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부 압력의 변화 등의 분석  평가를 통해 우

선 Canister의 폐시스템에 한 설계요건 등의 제시가 요구된다. 특히 휘발성 

가스 등의 출은 환경오염 등의 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요

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10CFR60.135에서 제시된 설율(6.10 x 10
-6

 in
3
/sec, 1 

x 10
-4

 atm-cc/sec)를 기 으로 기  Canister 모델의 설율을 비 선정하 다.

○ 표면 오염도 : Canister의 표면 오염도에 한 규정은 10CFR60.135에서 구체 으

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방사능 물질의 부착방지  표면오염의 용이성을 고려

하여 매끄럽게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는 권고와 알 선은 2,200 dpm/100cm
2
, 베

타선  감마선은 22,000/100cm
2
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면 오염도에 한 규정

은 Canister 포장단계에서 습식 혹은 건식의 제염단계를 수행하기 때문에 

Canister의 포장요건에 기술 으로 큰 향을 미치는 항목은 아니다. 이의 항목

은 포장시설의 설계요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 Canister 재질 : Canister는 고온 조건에서 수분 혹은 공기, 휘발성 가스에 의한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다. 한 100년 이상의 붕괴 장을 

해서는 Canister 건 성의 유지가 필수 이다. 따라서 재질은 내부식성  열부

하에 한 내구성 요건을 만족함은 물론 1200 ℃ 이상의 용융 유리를 붓는 단계

에서의 속 가열  냉각 등의 열 스트 스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PUREX 재처리 시설에서 수십년간 운 경험이 있는 을 고려하여 

10CFR60.135에서 제시한 STS-304 재질을 일차 으로 용한다. 그리고 부식문제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Waste Form에 해서는 추가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재질을 선정할 정이다. 

  4) Canister 취 방법과 후속단계와의 연계성에 한 요건

Canister 취 방법에 포함되는 항목은 Waste Form 재, 그리고 Lid Flange 

탈부착, Cell내의 Canister 운반, 냉각, 용   출시험, 가스충진, 장 Cell로의 

Canister 운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Canister는 차폐 셀에서 원격 취 되는 을 

고려하여 운  용이성, 유지.보수  비정상 사고에 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포장시설에는 다양항 형태의 Waste Form이 반입되고, 한 Waste Form 형태에 

따라 포장특성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포장시설은 Waste Form 제조시설과 연계성, 

비정상 사고의 방을 해 운반과정의 최소화 등을 해 시설배치에 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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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 Waste Form 재 : Borosilicate Glass와 같이 용융상태로 직  Canister에 붓거

나 혹은 1차 용기에 Waste Form 담아 있는 상태로 재하는 방법이다. Ingot 

형태의 속 Waste Form은 직  재하는 방법이 운 성 에 가장 좋을 것

으로 단된다. 그러나 Glass-bonded Ceramic, Ceramic, Grout 등은 1차 용기에 

담고, 냉각, 고화  양생 등의 처리 과정 완료한 다음, 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Waste Form 형태와 무 하게 높이 1.4 m의 Canister에  재하기 해서

는 취 장치와 Waste Form과의 연계방법, 기능  운 성능에 한 고려가 필

수 이다. 이는 앞으로 타과제와의 심도있는 의를 통해 한 기술  요건을 

결정한다.

○ Lid Flange의 탈부착 : Canister는 Waste Form의 재 .후에 Lid의 탈.부착 과

정이 요구된다. 기본 으로 탈.부착 장치는 Waste Form의 재 장치와 겸용하는 

개념, 즉 Grapple Unit를 주 취 장치에 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본 장치는 랑스  미국의 장치개념을 도입하고, Cell에서의 원격운

성과 안 성을 한층 더 강화한 설계개념을 도입한다.

○ Canister 운반 : 포장시설에서 Canister 운반은 기본 으로 Grapple이 부착된 

Crane를 이용하는 개념을 용한다. 단지 포장시설은 장치에 의한 간섭방지와 

낙하사고 등의 방을 해 Crane 용통로를 확보하는 설계개념을 반 한다. 

그리고 포장시설에서의 Canister 반출은 용 일의 동카트를 이용하는 개념

을 용한다. 동카트에는 운반과정에서 Canister의 넘어짐 방지를 한 시스템

과 장시설과의 연계를 한 수직 속기능을 갖는다.

○ Canister 냉각 : 특히 1200 ℃ 조건에서 용융유리를 직  붓는 과정에서 속 냉

각에 의한 유리의 깨짐을 방지하기 해 한 냉각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이다. 특히 Glass Waste Form은 2회 혹은 3회 걸쳐 Canister를 채우는 과정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Borosilicate Glass의 최  냉각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시스템을 용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휘발된 핵종의 제거를 한 Off-gas 

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외부의 유출을 방지한다. 휘발성 핵종과 발생량은 차기

단계에서 정량  분석  평가를 Off-gas 처리시스템의 설계기 을 마련한다. 

○ Canister Lid의 용  : PUREX 재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Borosilicate Glass와 

Compacted Metal Waste Form의 Canister는 마지막 단계에서 용 에 의해 

처리를 한다. Canister Lid의 용 부 는 Waste Form 재방법, 즉 용융 혹은 

고체상태의 재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이들 Waste Form은 장기 붕괴 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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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HLW로 처분하는 것이 기본 략이다. 그러나 선진핵연료주기 공정에서 발생

되는 Waste Form은 PUREX 재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Waste Form과는 특성

이 크게 다르다. 선진핵연료주기 공정에서 발생되는 Waste Form는 특성에 따라 

.단기 혹은 장기 붕괴 장을 통해 처분 상 HLW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 략이다. 이를 실 하기 해서는 특히 고방열성 핵종인 Cs, Sr의 Waste 

Form은 300년 이상의 장기 붕괴 장이 요구될 수 도 있다. 본 연구에서 용 시

스템은 회 형 Turntable과 라즈마 용 장치, 그리고 용 부  비 괴 검사와 

출시험 장치로 구성되고, 이 항목에 한 상세한 기술  요건은 용 시스템 

설계요건 보고서에서 제시한다. 

○ 불활성가스 충  : 공기 혹은 수분에 의한 장기 장과 처분 건 성이 치명 인 

향을 미치는 Waste Form에 해서는 한 불활성 분 기가 요구된다. 회수 

우라늄 속과 이들 물질과 화학  반응 가능성이 높은 소량의 Li 속이 포함

된 Glass-bonde Ceramic Waste Form이 상이다. 불활성 가스 충진 시스템은 

Quick Coupling 장치, 가스압력  유량 제어장치, 가스 배출장치로 구성된다. 

불활성 가스 충 시스템은 Canister의 Coupling장치와의 탈.부착 등을 포함한 

운 방법  성능, 그리고 충 압력 등에 한 상세한 기술  요건은 차기년도

에 제시한다.  

 다. PYRO 공정발생 Waste Form의 포장특성  검사항목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반출된 다양한 형태의 Waste Form은 UC-C 혹은 UC-V 

모델의 Canister에 포장되는 과정을 거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반출되는 Waste 

Form은 Metal Alloy, Grout, Glass  Glass-bonded Ceramic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구조재  피복   NM 속의 Metal Alloy는 Ingot 형태로 반입되고, 직  

UC-C Canister에 재한다. 반면 Glass Waste Form은 용융된 유리를 직  UC-V 

Canister에 3 ～ 4 회 나 어 주입한다. 그 외 Grout와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1차 용기에서 우선 성형  양생한 다음, 다시 UC-C Canister에 포

장한다. 그리고 포장 상의 Waste Form은 10CF660.13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안정

한 형태의 Waste Form으로 고정화해야 하고, 그 밖에 화학  조성, 발열량  열

도율, 방사능 세기, 표면 오염도 등의 기술  정보가 요구된다. 포장된 Waste Form

은 냉각, 용   불활성 가스 충진, 표면 제염 등의 포장과정을 거친 다음, Waste 

Form의 장 안 성 확보를 해 추가 검사를 수행한다. 

  Waste Form을 재한 1차는 용기는 Canister에 재에 앞서, 직경  량 검사

를 통해 포장기 요건에 부합되는지 1차 확인을 한 다음, UC-C, V Canister에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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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Waste Form 재 Canister는 내부압력을 1.5 kg/ cm
2
으

로 제한하고 있는 을 감안하여 불활성 가스는 0.5 kg/cm
2
 압력으로 충 한다. 이

와 같이 일련의 포장이 마무리 된 Canister는 설검사, 표면 오염도 검사  발열

량 측정 등의 검사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한 다음, 장시설로 운반된다.  

 라. Waste Form 재 Canister의 안 성과 련한 주요항목 

Waste Form 안 성에 한 항목은 내방사성, 열 안 성  Canister 내부식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내방사성은 Waste Form에 포함된 유기물  잔류수분 등의 

방사능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선 분해가스 농도, 그리고 이로 인한 Canister의 

압력상승 등을 포함한 Canister의 건 성과 한 계가 있다.  Canister 내부식성

은 장기 장 건 성에 큰 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Canister 열  안 성은 발화

성 물질의 존재여부에 한 평가가 핵심이다.

  1) 내방사선성

Waste Form은 소량의 수분과 유기물 등을 포함하고, 이는 방사선 분해과정을 

통해 수소 등과 같은 방사선 분해가스가 발생한다. 표 인 방사선 분해가스인 수

소는 연소  폭발 등의 화재사고 이외에도 Canister 내부 압력상승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 따라서 Canister의 건 성 평가항목에는 수소 발생량과 Canister 공극부의 

용  등이 포함된다. Canister 공극부 용 평가에는 기하학  형상과  Waste Form 

재높이, 상단과 하단의 Canister 형상, Canister 외경, 높이  두께 등의 데이터가 

요구된다. 방사선 분해가스는 Canister의 압력을 상승시키고, 방사선 분해가스 출 

등의 비정상사고의 원인이 된다. Canister 건 성 평가항목에는 Canister 기계  강

도, 방사선 분해가스의 발생량, 방사선 분해가스에 의한 Canister 압력상승 등의 변

수에 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 Canister 기계  강도평가는 Canister의 기

하학  형상  칫수를 비롯한 Canister 재질강도, 상단과 하단의 형상  두께 등

의 자료가 요구된다. 방사선 분해가스의 발생량 평가는 수소발생원인 유기물과 수

분의 량, 그리고 흡수선량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방사선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수

소가스의 농도는 Canister 내부용  기 으로  4 vol %(공기 에서 연소 기 농도) 

이하를 평가기 으로 한다. 일반 으로 방사선 분해에 의해 생성된 수소가스 농도

는 장기간 에 생성된 수소 가스량과 Canister 공극부에 존재하는 가스의 체

으로 부터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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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anister의 부식성

Canister의 부식성은 Waste Form에 포함된 유기물질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염

화수소  다른 이종 속의 에 의한 Galvanic 부식이 포함된다. 염화수소에 의

한 부식은 Canister 재료 부식특성과 염화수소의 발생원인 유기물의 량을 비롯한 

Canister 재료조성  Waste Form의 유기물 조성에 큰 향을 받는다. Galvanic 부

식은 Canister와 속 Waste Form과의 부식특성, 그리고 부식에 향을 미치는 수

분의 함량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한 Canister 외부 부식평가에는 부식환경과 재

질의 부식특성, 그리고 Canister의 두께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Canister 내부부식

Canister 내부부식은 Galvanic 부식과 Waste Form에 포함된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염화수소에 의한 부식을 고려할 수 있다. Galvanic 부식은  Canister 

재 속과의 에 의해 발생하고, Canister 재료조성과 Waste Form 조성, 그 

외 잔류 수분량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염화수소에 의한 부식평가는 Canister 재료

조성과 염화수소의 발생원이 되는 Waste Form의 유기물 조성 등이  요구된다. 일

반 으로 Canister 내부에는 잔류수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Galvanic 부식

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STS 316재질의 Canister, STS 301 재질의 

Waste Form 고정 스 링  STS 304l 재질의 Waste Form의 하단 받침  등은 오

스테나이트 계열의 스테인 스로 재질로, 상 으로 부식 차가 매우 작다. 

Waste Form에 소량 잔류 수분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부에서 Galvanic 부식이 

발생될 소지는 매우 작다. STS 316은 100 %의 염화수소 농도조건에서 부식이 약간 

보이지만, 80 %의 농도와 400 ℃ 이하의 조건에서는 거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 AREVA에서 수행한 염화수소에 의한 Canister의 부식실험에서는 표면, 틈새 

등을 포함한 부식이 찰되지 않았다. 

 Canister 외부부식

Canister 외부부식은 염해부식이 핵심이다. 염해부식은 Canister 재료조성과 부식

환경이 매우 요하다. 해안지 에서 조차 스테인 스 스틸의 염해부식은 2.5 x 

10
-5

mm/년 밖에 되지 않는다. Canister 외부부식은 100년 장기간 동안에도  불과 

0.0025 mm 밖에 부식이 진해되지 않는다. 가혹조건에서 조차 Canister의 외부 부식

은 Canister의 건 성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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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anister 낙하사고

본 항목의 평가는 Canister 낙하 등의 비정상사고에도 Canister 건 성 유지여

부가 핵심이다. 이와 같은 Canister 낙하사고 평가항목은 낙하 충격하   Canister

의 기계  강도 등이 포함된다. 낙하 충격하 은 낙하 높이를 고려한 Canister 량

과 크기, 그리고 Canister의 기계  강도 평가는 Canister의 기하학  형상과 칫수, 

재료 강도 등의 자료가 요구된다. 

  4) Waste Form의 열  안 성

Waste Form의 Zircaloy 미세분말은 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AREVA에서는  

Zircaloy 미세분말을 포함한 Waste Form 발화특성을 확인한 결과, Waste Form 상

태에서는 500 ℃의 온도조건에서 조차 발화되지 않았다. 

  5) 폐성

Canister 폐성은 단지 용 부의 건 성만으로 단한다. Canister 재료는 EN 

규격품인 X2CrNiMo17.12.02를 사용하고, Canister 용 은 TIG 혹은 라즈마 아크

용 을 이용한다. 일반 으로 Canister 본체와 상단 덮개의 용 은 라즈마 아크 

용 에 의한 맞 기 용 을 한다. 라즈마 아크 용 은 통결함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고, 류  용 속도 등의 한 조 에 의한 최상의 용 형상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상단 덮개 용 부는 자동용 의 주요 변수인 류, 용 속도  가스유

량 등의 최 화를 통해 건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용 의 변수는 규제기

의 인증을 받는다. 

  6) 방사선 차폐

Canister는 γ선에 의한 운 자의 피폭감소를 해 한 차폐성능이 요구된

다. 방사선 차폐설계는 선원강도와 선원형상, 그리고 물질의 조성 등이 반드시 반  

되어야 한다. 선원강도는 γ선 방출핵종과 그 핵종의 농도에 한 자료, 그리고 선원

형상은 Canister의 기하학  형상, 외경  높이 등의 자료, 그리고  물질조성은 

Waste Form 조성  도 등이 요구된다. 



- 749 -

3. 회수물/Waste Form Canister 시험모델 개발

 가. 코드를 이용한 구조 ․ 열  격납해석 평가

  1) 구조해석 평가

회수물/Waste Form을 재하기 한 canister는 canister 취 시설에서 취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에서 취  사고로 인하여 낙하하는 조건에 한 건 성이 평가

되어야 한다. Canister의 취  시 낙하사고로부터 구조  건 성을 유지하기 해서

는 canister의 하부에서 충격을 흡수하여 canister body로 충격이 달되는 것을 차

단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낙하사고 시 충격을 흡수하는 canister 바닥 부 를 

그림 3.7.3-1 ~ 3.7.3-4와 같이 canister Lid 형, 사각형, 주름형  말림형으로 설계

하고, 완충체의 완충효과가 운반용기의 무게에 따라 어떤 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하여 운반용기의 무게를 200 kg, 300 kg  400 kg으로 차 으로 늘려서 산

해석을 수행하 다. 산해석은 ABAQUS/Explicit 6.9-1 산코드를 이용하여 수행

하 으며, 체 모델은 그림 3.7.3-5와 같으며 canister 바닥 부분의 충격 흡수부만 달

리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Fig. 3.7.3-1 Lid structure type

    

Fig. 3.7.3-2 Rectangular type

Fig. 3.7.3-3 Wrinkle type

    

Fig. 3.7.3-4 Roll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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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5 Analysis model

  Canister의 건 성 요건으로는 취 시설에서의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의 낙하사고

에서 건 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건 성 유지 여부 단 기 은 어떠한 균열도 발

생하지 않아야 하며, cansiter 취 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만이 허락된다. 

  DOE/RW-0351에서는 7 m 높이에서 rigid surface로 낙하하는 조건을 두고 있으

며, IAEA-SM-357/30에서는 9 m 높이에서 rigid surface로 낙하하는 조건과 7.7 m 

높이에서 다른 Canister 로 낙하하는 조건에 해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 다.

  회수물/Waste Form 재용 canister의 낙하해석에서는 낙하조건을 9 m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기 속도는 9 m에서 낙하할 경우 속도인 13.288 m/s로 설정

하 으며, 력가속도 9.81 m/s
2
 를 기조건으로 설정하 다. 모델에 사용된 재료

의 물성치는 표 3.7.3-1에 나타내었다.

  그림 3.7.3-6 ~ 그림 3.7.3-9는 4가지 흡수부에 하여 량을 200 kg, 300 kg, 400 

kg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한 용기의 체 인 응력 벨과 형상을 보여주고 있

다. 충격흡수 효과를 평가하기 해 상부의 고정된 지 에서 가속도 값을 비교하

다. 그림 3.7.3-10 ~ 그림 3.7.3-11은 각각 량이 200 kg, 300 kg  400 kg일 때 4

가지 흡수부에 한 가속도 값을 나타낸다. 이들 그림에서 보면 주름형과 말림형 

흡수부가 lid 구조형  사각형 흡수부 비 충격흡수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

다. 량 200 kg과 300 kg에서는 말림형 흡수부의 완충효과가 가장 좋지만 량 

400 kg에서는 주름형 흡수부의 완충효과가 가장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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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E (GPa)

Yield
Strength:
Sy (MPa)

Ultimate 
Strength:
Su (MPa)

Density:
(kg/m3)

SA240 Type304 200 205 515 7,900

dummy 200 205 515 3,500

Balsa Wood 0.0874 5 16 106

Table. 3.7.3-1 Mechanical properties

Fig. 3.7.3-6 Lid 

structure type

    

Fig. 3.7.3-7 Rectangular 

type

Fig. 3.7.3-8 Wrinkle type

    

Fig. 3.7.3-9 Roll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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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10 Acceleration of 200 kg cask

Fig. 3.7.3-11 Acceleration of 300 kg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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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12 Acceleration of 400 kg cask

  그림 3.7.3-13 ~ 3.7.3-16은 동일한 흡수부가 무게가 변화함에 따라 충격흡수효과

가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Lid 구조형과 말링형 흡수부는 무게에 따른 완충효

과가 변함이 없거나 일정치 않다. 반면 사각형과 주름형 흡수부는 무게가 무거울수

록 완충효과가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무게가 가벼울수록 충격가속도가 높으며 무게가 무거울수록 충격가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름형 흡수부는 같은 무게일 때 다른 흡수부들과 비

교해서 월등히 좋은 충격흡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욱 좋은 

충격흡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3-2는 충격 완충부에서의 응력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anister의 량이 

200 kg인 경우 lid 구조형․주름형  말림형의 충격 완충부는 항복응력을 넘지 않

는 응력분포를 보이는 반면 사각형의 충격 완충부는 항복응력을 넘는 응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Canister의 량이 300 kg인 경우  400 kg인 경우에서도 canister의 

량이 200 kg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충격 흡수부에서만 유일하게 항복응력

을 넘는 응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4가지의 충격 완충부 가운데 가장 양호한 응력 

분포를 보이는 것은 주름형과 말림형의 충격 완충부이다. 가속도 결과와 마찬가지

로 주름형의 충격 완충부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웅력치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가속

도 결과와 응력 결과를 모두 고려할 때 가장 좋은 충격 완충부는 주름형 충격 완충

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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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13 Acceleration of Lid Structure Type

Fig. 3.7.3-14 Acceleration of Rectangula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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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15 Acceleration of Wrinkle Type

Fig. 3.7.3-16 Acceleration of Roll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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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부 형태
Yield

Strength
Sy (MPa)

Ultimate 
Strength

Su  (MPa)

최 응력 [MPa]

200 kg 300 kg 400 kg

Lid 구조형 205 515 189 201 201

사각형 205 515 283 360 432

주름형 205 515 180 141 132

말림형 205 515 144 151 176

Table. 3.7.3-2 Stress Results at Impact Limiter Part

  2) 열 해석 평가

회수물/Wste Form Canister 비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한 시험모델을 설계

/제작하기 해 산코드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I-129는 처분 에서 요한 핵종으로 PUREX 재처리시설에서는 iodine을 

silver zeolite를 이용하여 선택 으로 제거하고 있다. 10CFR 61.55에서는 I-129의 방

사능 세기 0.08 Ci/m3 이하인 폐기물을 LLW Class-C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따

라서, iodine 흡착 Ag-Z 폐기물을 grout waste form으로 고정화하는 방안을 최우선 

옵션으로 선정하 다. Iodine grout waste form 붕괴열은 3.51E-04 ~ 1.44E-02 

W/canister로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iodine grout waste form의 열 해

석 결과, canister의 외벽과 centerline 온도는 Fig. 3.7.3-17과 같이 모두 27 °C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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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17 Temperature contour of

              Iodine waste form

  HTO Waste Form은 GNEP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HTO grout waste form을 최

 옵션으로 선정하 다. PWR 1 MTHM 처리과정에서 HTO grout waste form 발

생량은 7.16E-05 ~ 1.02E-04 m
3
으로 평가되었으며, HTO grout waste form의 열 해

석 결과 Fig. 3.7.3-18과 같이 canister 외벽 평균온도는 32 ~ 34 °C, canister 재 

waste form centerline의 평균온도는 37 ~ 40 °C로 평가되었다.

Fig. 3.7.3-18 Temperature contour of

             HTO waste form

  Calcia(Tc/Ru/Rh/Mo/Te/C) waste form에서 Tc-99는 반감기가 213,000년인 장반

감기 핵종으로 처분 안 성 에서 주목해야 할 핵종이며, PWR SF 1 MTHM 처

리과정에서 calcia glass waste form은 6.34E-02 ~ 1.27E-01m
3
으로 평가되었으며, 열 

해석 결과 Fig. 3.7.3-19와 같이 canister 외벽 평균온도는 28 ~ 30 °C, canister 재 

waste form centerline의 평균온도는 29 ~ 31 °C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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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19 Temperature contour of

             Calcia waste form

  Fly Ash(Cs/Rb/Cd) Waste Form은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fly ash 

glass, grout와 geopolymer waste form은 각각 28.3 ~ 66.0ℓ, 95.2 ~ 189.0 ℓ와 

104 ~ 199 ℓ가 발생한다. 열 해석 결과 Fig. 3.7.3-20과 같이 fly ash glass waste 

form 재 canister 외벽 평균온도는 87 ~ 140 °C, waste form centerline의 평균온

도는 143 ~ 269 °C로 평가되었다.

Fig. 3.7.3-20 Temperature contour of

             Fly Ash waste form

  LiCl 폐용융염은 Li2O, 알카리  알카리 토 속 염화물과 Li 속화합물, 그리고 

일체형 음극으로부터 손실된 약 0.1 %의 U, 0.01 %의 TRU 산화물이 포함된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Li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약 2.11 

~ 5.09 m3이 발생하며, 열 해석 결과 Fig. 3.7.3-21과 같이 canister 외벽 평균온도는 

30 ~ 33 °C, waste form centerline의 평균온도는 32 ~ 38 °C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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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21 Temperature contour of

             LiCl waste form

  RE2O3 Waste Form은 glass waste form으로 고정화 방안에 하여 평가를 수행

하 다.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glass waste form은 6.53 ~ 17.4 ℓ가 발

생된다. 열 해석 결과 waste form 온도는 glass의 이온도인 500 °C를 과하 다. 

따라서, waste loading 율을 15%로 재조정한 결과 glass waste form은 약 3.48E-02 

~ 4.18E-02 m
3
으로 평가되었으며, 열 해석 결과 Fig. 3.7.3-22와 같이 canister 외벽 

평균온도는 166 ~ 185 °C, waste form centerline의 평균온도는 343 ~ 396 °C로 평

가되었다.

Fig. 3.7.3-22 Temperature contour of

             RE2O3 waste form

  LiCl-KCl 폐용융염은 최종 으로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으로 고정화되

며, PWR SF 1 MTHM 처리과정에서 LiCl-KCl glass-bonded ceramic waste form은 

약 0.652 ~ 1.58 m3이 발생한다. 열 해석 결과 Fig. 3.7.3-23과 같이 canister 외벽 온

도  waste form centerline의 온도는 모두 27 °C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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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23 Temperature contour of

             LiCl-KCl waste form

  3) 격납 해석 평가

Waste form의 발생 종류  REFP 세라믹 waste의 방사능 세기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재까지 waste form에 한 release rate의 평가 기 이 제시된 종류

는 유리화 waste form이 유일하다. 따라서, NUREG-6487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용

후핵연료 기 에 따라 사고조건에 한 격납평가를 수행하 다.

  원자력안 원회 고시 제2011-49호,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미국 10 CFR Part 71에서 요구하고 있는바와 같이 가상사고조건하에서 방사성물질

의 방출률은 A2/week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REFP 세라믹 waste는 혼합 방사성 핵종을 가지고 있다. 혼합 핵종에 한 A2 값

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련 법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의 사용에 의해 결정되

며, 각 핵종에 한 A2 값은 원자력안 원회 고시 제2011-49호에 규정되어 있는 

표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가상사고조건 하에 canister에 한 허용 설률은 방출 제한치인 A2/week로부터 

결정된다. 허용 방출률을 계산하기 해서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분량을 용하여 방출 제한치인 A2 값을 구해야 한다. 격납 평가를 수행하기 한 

13개 핵종으로부터의 방사능량은 2.56×10
7
 Ci이며, A2 값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으

며, 

 


  

  방사능의 허용 방출률(RA)은 아래 식으로부터 3.33×10-9 TBq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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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 설률은 단  시간당 격납 경계로부터 설되는 유체의 허용 체 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로부터 결정된다. 

  Cansiter 내부에 REFP 세라믹 waste을 재할 때 canister의 자유체 (VA)은 

1.42×10
5
 ㎤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는 아래 식으로부터 1.998×10

-4 
TBq/㎤

로 계산되었으며, 

CN =
RITN
VN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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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설률(LA)은 아래의 식으로부터 1.67 × 10
-5

 std.cm
3
/s 로 평가되었다.

  



Table. 3.7.3-3 Allowable Leakage Rate for Accident Condition

 나. Canister 시험모델 설계/제작

Canister 충격 흡수부의 형상인 Lid 구조형․사각형․주름형  말림형의 4가

지 형상에 한 낙하해석 결과 축격흡수성이 가장 좋은 주름형 모델과 유럽  일

본에서 사용하는 Lid 구조형 모델을 회수물/Waste form canister로 선정하 으며, 

canister의 구조 건 성 평가에서 400 kg의 내용물을 재한 canister가 낙하하여도 

항복응력을 넘지 않는 8 mm 두께를 갖는 canister를 제작하 다. 

Canister 시험모델은 그림 3.7.3-24  3.7.3-25와 같이 유럽  일본 등에서 사

용하는 표 형 canister 크기의 Lid 구조형 모델  주름형 모델 1종류씩 2개를 제

작하 으며, PYRO 단 공정에서 발생하는 Waste form의 규격에 맞는 canister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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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Lid 구조형 모델  주름형 모델 1종류씩 2개를 제작하 다. 한, Canister 

낙하시험 시 canister 내부에 재되는 Waste Form의 량을 모사하기 해 400 kg

의 dummy weight를 설계하여 제작하 으며, 열 성능 평가 수행 시 내부에 재되

는 Waste Form에서 발생하는 붕괴 열(decay-heat)을 모사하기 해 그림 3.7.3-26과 

같이 2 kW 용량을 갖는 electric heater를 설계하여 제작하 다.

Fig. 3.7.3-24  Lid structure type Canister

Fig. 3.7.3-25 Wrinkle typ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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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26 Dummy Heater

 다. 회수물/Waste Form Canister 시험모델 성능평가  비 안 성 평가

  1) Canister Lid Closure 성능평가

회수물/Waste Form Canister는 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며, Canister의 closure

는 용 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용 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몸체와 뚜껑

의 정렬이 가지런하게 되어야 용 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몸체와 뚜껑을 

제 로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Canister Lid Closure 형상을 그림 

3.7.3-27 ~ 3.7.3-29와 같이 볼 런져 형, 커버링 형  수축 홈 형으로 설계  제

작하고 그림 3.7.3-30 ~ 3.7.3-32와 같이 Lid 자 (30 kg)에 의한 체결 시험을 수행하

다. Canister Lid Closure 체결시험결과 볼 런져 형의 몸체와 뚜껑의 정렬이 가

장 좋아 볼 런져 형을 Canister Lid Closure 형상으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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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27 Ball plunger type

Fig. 3.7.3-28 Cover r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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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29 Shrink home type

Fig. 3.7.3-30 Ball plunger typ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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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31 Cover ring type test

Fig. 3.7.3-32 Shrink home type test

  2) Waste Form 취 장치 성능평가

회수물/Waste Form을 Canister에 안 하게 재하기 해서는 waste form을 

Canister 내에 정확히 치시킨 후 자 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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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따라서, 직경 300 mm, 길이 300 mm  량 50 kg인 세라믹 재질의 모의 

waste form을 제작하고, waste form을 취 하여 Canister에 재하기 해 그림 

3.7.3-33 ~ 3.7.3-34와 같이 스 링 형  링크 형 waste form 취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waste form 재 평가를 수행하 다. 

재평가 수행결과 취 성은 링크 형이 보다 나았지만, 재에 있어서 

Canister에 정확히 재할 수 있는 능력은 스 링 형이 보다 우수하여 회수물/Wate 

Form 취 장치로 스 링 형을 선정하 으며, 특허 출원할 정이다.

Fig. 3.7.3-33 Link type handl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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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34 Spring type handling equipment

  3) Waste Form Canister 비 안 성평가

회수물/Waste Form Canister의 비 안 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열 시험모

델  구조시험모델을 설계  제작하여 비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Canister 비 열 안 성 평가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 성시험시설의 열 환

경시험설비에서 수행되었다. Waste Form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은 열 해석으로부터 

획득된 950 Watt를 용하고 주변온도 약 20 °C인 환경에서 열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결과 Canister 표면에서의 온도는 약 70 °C로 측

정되었다.

Canister 비 구조 안 성 평가는 1차년도 구조해석 결과 선정된 Lid 구조 형 

 Wrinkle 바닥형 모델을 설계  제작하고, Waste Form을 체 할 모의 Weight

를 400 kg으로 제작하여 평가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 성시험시설의 낙하시험설

비에서 비 구조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3.7.3-35는 비 구조시험에 사용된 모델 

 센서가 부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모델은 스테인리스 강 304 재질로 제

작되었으며, 두께는 8 t이며, 400 kg의 dummy weight를 포함하여 총 량은 504 

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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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35 Test model before drop test

  비 구조시험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시험모델을 9 m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유압 릴리즈 장치를 이용하여 바닥면으로 자유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 

데이터 측정을 하여 산해석에서 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인 충격흡수부와 

몸체가 연결되는 부 를 심으로 쪽에 4개, 아래쪽에 4개의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하 으며 상단에는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 다. 

  비 구조시험 후 외형상의 변형을 살펴보았다. 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단부

의 충격흡수부에서 가장 큰 변형이 생겼으며 몸체부 에서도 약간의 버클링 상이 

일어났다. 그림 3.7.3-35는 시험 ․후 충격흡수부의 변형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

며, 표 3.7.3-4은 각 부 별 변형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주름 부

( 쪽부터)
시험  (mm) 시험 후 (mm) 변형량 (mm)

1단 15 10 -5

2단 15 12.5 -2.5

3단 15 15 0

4단 15 14 -1

체 60 51.5 -8.5

Table. 3.7.3-4 Deformation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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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36 Shock absorber shape before test and after test

  비 구조시험에서 취득된 가속도와 산해석을 통해 취득된 가속도를 비교 분석

하 다. 그림 3.7.3-37은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속도의 크기는 해석이 

시험보다 작게 나왔으며, 가속도의 형상  지속시간은 해석과 시험이 비교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Fig. 3.7.3-37 Acceler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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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구조시험에서 취득된 변형률과 산해석을 통해 취득된 변형률을 비교 분석

하 다. 그림 3.7.3-38  3.7.3-39는 스트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모델의 과

도한 소성변형으로 인해 변형률 데이터의 후반에 오류가 발생하 다. 그러나 오류

가 발생하기  데이터는 정상 으로 취득된 데이터 이다. 취득된 데이터를 해석과 

비교하 으며 변형률 수치가 유사함을 확인하 다. 

Fig. 3.7.3-38  Strain history of #5

Fig. 3.7.3-38  Strain history o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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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량과 련하여서는 해석에서는 원주방향으로 동일한 변형과 응력이 발생하

으나 시험에서는 그림 3.7.3-39와 같이 270° 방향에 편 되어 변형이 발생하 다. 그

러나 변형된 수치를 비교한 결과 부분 동일한 양상을 보 다. 시험과 해석의 비

교에서는 부분 인 차이를 보이지만 체 양상에서는 동일한 경향을 보 다. 표 

3.7.3-5는 시험 후 측정한 주름부 의 치수 변화와 산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7.3-39 Comparison of deformation 

주름 부

( 쪽부터)
기 (mm) 시험결과 (mm) 해석결과 (mm)

1단 15 10 7.11

2단 15 12.5 16.44

3단 15 15 21.07

4단 15 14 11.67

체 60 51.5 56.58

Table. 3.7.3-5 Comparison of test and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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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Pyro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  

logistics 분석

25 100

①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분석 15 100

○고방사성물질의 
발열량  
방사능 특성 
자료 생산  
계산코드 검증

SCALE5.1의 ORIGEN-ARP와  
SAS2H 모듈에 한 발열량/
방사능 검증계산  SCALE5.1의 계산결과가 일본 
Takahama -3(PWR)의 고연소
도 SF의 핵종별 질량측정 결과
와 10 % 이내로 일치함  “방사능/발열량 계산평가 액셀

로그램”으로 방사능/발열량 
비율(%) 평가는  TRU 
(28/39.8) - 속폐기물(0.1/0.2) 
- 세라믹폐기물(47.9/47) - fly 
ash(24/13)

 계산오차 : 
10 % 이내

 공정물질 
방사능, 
발열량 
특성분석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 
분석

최  방사능/발열량인 세라믹 
폐기물은 η-γ 차폐, 2   

 수평 속 필요U/TRU 장허용온도 : 정상 
150℃, 비정상/사고 200 ℃ 이
하

 운반 
장을 
한 설계 

요건 도출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최종 목표

 ○ 고방사성물질(회수물/Waste Form) 운반/포장/ 장시스템 개발

2. 1 단계(2007~2009년)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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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②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logistics 
분석

10 100

○사용후핵연료와 
고방사성물질 
운반용량 평가 

 증 방안 
분석

 공정물질 특성에 따른 단 운
반 캐니스터  운반용기 개념
을 설정함 기존 핫셀 운반용기 SF 운반 
10 kg 비 신규 용기는 20 
kg 가능하도록 설계 신규 핫셀 운반용기는 ACP 공
정물질 뿐만 아니라 이로 공
정물질의 운반도 가능한 것으
로 분석됨

 운반용기 
설계 
최 화에 
따른 
운반용량 
2배 증  
달성

○ Pyro 공정물질 
장용량 평가 
 logistics 

최 화

 이산사건시스템 모델링 기법을 
도입한 공정물질 운반 장 
logistics 분석 로그램을 독창

으로 개발 로그램 등록함. 장 용량은 캐니스터 Type I 
161 개, Type II, 298 개, Type 
III 458 개로 최 화 하엿음 ESPF을 20년 운 시 임시 
장시설을 2017년부터 2042년까
지 최 화하 음.

 로그램 
등록번호 : 
2008-01-11
4-009595  공정물질 

장용량 
 기간 

최 화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  안 성 평가 45 100

①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기  검토  

방안분석

5 100

○ 핫셀 
운반용기 
기술기

교과부고시2008-69, IAEA 
ST-1/2, NUREG-1617 법규  
규격 검토

핫셀용기의 핫셀도어와 동시개
폐, 단차식 , 단열/완충 우
수 필효한 설계요건, 안 성 

평가 방안  취 방법 도출 

국내외 
법규  
규격 등의 

용 

○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방안분석

완충재질 3종에 한 충격하

하에서의 응력-변형률 선도 생
산

단열재질 4종에 한 열특성 

선도 생산
기존 핫셀운반 시스템의 차폐
해석을 수행하여 SF 20 kg 운

반시 표면선량이 4.4로 2 
mSv/h 이내로 불만족

난연 최소 두께(mm)는 우 탄

폼 30, 발사우드 50, K-Resin 

완충/단열

성능 유지 
여부

 2 mSv/h 
@surf.

0.1ms/h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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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30로 평가됨

정  : 동 거동에 한 응력 
25 % 증가, 변형률 10 % 감소 
등 완충력 생산

에 지 흡수특성을 고려한 
열해석 로그램 등록

○ 핫셀 
운반시스템 
개폐방식  

 방안분석

 랑스 Padirac/TN  미국 
HFEF /FCF 핫셀시스템 구조
는 직선운동 개폐

신규 핫셀 용기 회 식 개폐시
스템의 1/4 크기 비모델을 
통한 작동성 평가  원형 제

작시 설계자료 생산
핫셀 내부 방식의 취 성 
향상을 한 방안을 도출하여 

시험모델로 작동시험  메카
니즘 구 확인

신규 핫셀 
운반시스
템의 개폐 

  
메카니즘
의 구  

특허 2건 
출원 

②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개념평가 10 100

○ 핫셀 

운반용기/
속시스템의 
개념도 작성

핫셀운반용기의 임계  차폐

해석 개념평가 완료
차폐손실 20%에서 계산 1.75 

< 허용 2 mSv/h @surface로 

안 성 달성 검증
열 비해석을 수행하여 정상운
반조건하에서 용기표면의 최

온도(79 ℃)가 허용표면온도(85 
℃)를 만족함을 보임

충격완충체 거셋 치 선정을 

한 상최 설계 수행
충격완충체 1/6 축소모델을 이
용한 완충구조 검증시험 수행, 

동특성 자료 획득
동일한 본체에 뚜껑 3종을 바
꾸어 결합하는 방식의 다목  

핫셀 운반용기 개발
차폐, 임계, 열, 구조의 다분야 
해석결과의 상호 feedback을 

통한 최 화  최 해 평가

미임계 

유지

차폐손실 

20% 이하 
안 성

 근가능 

표면 온도 
85℃이하

핫셀 운반 
시스템 

개념설계 
완료

○ 핫셀 

운반시스템 

설시험  

격납평가 

격납평가 차  방법을 규정

하고 있는 NUREG/CR-6487을 

분석하여 격납평가 차를 수

립하고 격납해석을 수행함.

격납평가 

차에 

따른 

허용 설



- 778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개념수립  ISO 12807의 evacuated 

envelope gas test로 설시험을 

수행한 결과 정상조건의 허용 

설률인 4.16×10-5 cm3/s보다 

낮은 2.3× 10
-5

 cm
3
/s로 격납 

건 성이 유지됨.

률 산출

정상 설 

10
-6

 

A2/h(4.16

×10
-5

 

cm
3
/s) 

이하유지

③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용기 안 성 평가 20 100

○ 핫셀 

운반용기 

차폐, 열, 

구조, 격납 

안 성 평가 

 

안 성분석보

고서 작성

핫셀 운반용기의 핵임계, 차폐, 

열, 구조  격납 안 성평가

를 통한 안 성분석 자료 확보 

 SAR를 작성 임.

MCNP 코드를 이용한 핵임계

해석 결과 최  유효증배계수가 

0.56(< 0.95)로 계산되어 미임계도 

달성

 MCNP-5C 산코드로 차폐해

석 결과 사고조건에서 용기 표

면 1 m에서의 선량률이 0.12 

mSv/h 이내로 만족. 

고성능 K-resin의 성자차폐

재의 차폐성능  난연성 시험 

 평가

 핫셀 운반용기의 화재사고조건 

열해석 결과 납차폐체의 최

온도가 150 ℃ 이내로 계산되

어 차폐 안 성 유지


핵임계/차

폐 안 성 

평가

 - 

미임계달

성도

 -사고 후 1 

m 선량 

10 

mSv/h,


납차폐온

도 300 

℃이하

ABAQUS/Explicit 코드를 사

용하여 핫셀운반용기 3종에 

한 무게 심낙하의  계산응력

(MPa)은 회 식 405 <상하식 

427 < 일반용기 456 < 허용값 

833

안 성시험모델을 제작하여 안

성시험을 비 이며, 시험

완료 후 안 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함.

구조 

안 성 

평가

 - 구조해석 

 

안 성시

험평가를 

통한 검증

④ 고방사성물질 핫셀 속시스템 설계 10 100

○ 핫셀 수평 

속시스템 

설계  

회 형 개폐장치의 주요 구성

품인 차  개폐 장치의 구

동 모터의 계산 출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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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구조안 성 

평가

0.04 kW로 평가, 회 부 베어

링은 안 율 4 ~ 16로 정격하

을 결정함

축소모델 제작하여 제작성․작

동성 검증을 완료하고, 원형시

스템 필요사양 도출

 재 1/2 시험모델을 제작 

에 있으며 이후 속 시험을 

수행함.

○ 핫셀 

속시스템 

설시험장치 

계통 구성  

설계

핫셀 속시스템 설계  설

시험장치 계통 구성을 완료하

음.

 속시스템을 제작 이며, 제

작이 완료 되는 로 설시험

을 수행함.

 pyroprocess 공정물질 임시 장 방안분석  

장방식 선정

30 100

①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 설계기  검토 10 100

○ 공정물질 

(핵물질  

고방열성 

물질) 

장시설 

설계기   

인허가 요건

방사성물질 장 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 과 인

허가 요건을 검토하고 해외 

장시설 황을 분석

이를 토 로 pyroprocess에서 

생성되는 공정물질의 임시 장

을 해 방사능 별로 분리

하고, 이  격납을 도입하며, 

피동 냉각시스템을 용한 임

시 장시설  설계개념을 도출

 장법규 

분석을 

통해 

임시 장 

시설 

설계개념

을 도출

②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방안 분석 10 100

○ 공정물질 

포장  

장방식별 

핵물질 

용방안 

분석

해외의 방사성폐기물 분류기  

검토하고 국내  IAEA 기

을 용하여 공정폐기물을 분

류

공정폐기물 종류에 따라 3 가

지 형태의 단  운반 캐니스터

를 5단씩 포장하여 장할 

수 있는 장 캐니스터를 설계

고방열성 공정폐기물의 붕괴열

은 S/F에서 발생하는 붕괴열

보다 높게 평가되어 고방열성 


방사성폐

기물 

분류기  

검토를 

통해 

공정물질 

용 

방안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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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공정폐기물 장 시 피동 열 

제거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함. 따라서, 열 제거 효율이 좋

은 콘크리트 Cask  Vault를 

후보로 선정

공정폐기

물 

붕괴열(kW

)

 - TRU : 3.0 

 - Ceramic : 

2.7

 - Fly ash : 

1.3

○ 공정물질 

임시 장 

캐니스터 

사고조건 

시나리오 

분석

해외 장시설의 캐니스터 사

고조건을 조사 분석하고, 설계

기 사건해석을 고려한 시나리

오 분석  원자력 안 설계기

 분석을 통해 화재에서의 

열 방지, 복에서의 격납유지 

 가혹환경에서의 기능유지 

등에 한 시나리오를 설정

 해외 

황분석

을 통해  

장 

canister 

사고조건 

시나리오

를 설정

③ Pyro-process 공정물질의 임시 장시설 비교평가 

 선정

10 100

○ 공정물질의 

임시 장시설 

비교평가  

선정

임시 장방식 후보로 선정된 

콘크리트 cask 방식과 vault 

방식에 해 logistics 분석에서 

도출된 ESPF 임시 장시설의 

최   캐니스터의 수량을 

기 으로  장 소요면 을 평

가한 결과 콘크리트 cask는 

370 m2, vault는 200 m2로 평

가됨

임시 장방식 후보에 한 비

교평가를 통하여 용성  냉

각효율 측면에서 우수한 Vault 

방식을 선정함.

 소요 

면 을 

비교 평가 

 방식 

비교를 

통한 

장방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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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2)

연구
목표 

달성도3)

(%)

비고
4)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 장 취 장

치 설계

30 100

① PRIDE핵물질/폐기물 운반장치 설계 10 100

○ 단 공정  

핫셀(공정, 

유지/보수)의 

핵물질/폐기물 

운반특성 

분석/평가 

 Ar-Air셀간, 로 박스간 운반

물질(회수물/폐기물)의 발생량, 

조성  특성을 분석

 PRIDE의 cold test 환경에서 

원료물질(UCl3), 회수물(U 

metal), 폐기물(염폐기물, 희토류 

surrogate) 등의 산화성, 조해석 

 흡착성 운반특성을 평가

 참조 

물질수지 

분석을 

통한 

요건 

도출

○ 핵물질/폐기물 

운반장치 설계

요건 분석/평

가

 PRIDE 시설 내 공정물질 운반

환경 분석

 PRIDE  장치 치에 따른 운반 

연계

 - Air(1층): U분말화, U잉곳, 고

화체

 - Ar(2층): 해환원, 해정련, 

염증류, 염결정화, 산화침 , 휘

발응축

 운반물의 특성  요건을 고려

한 운반장치 설계요건을 정량

으로 제시함.

 - Air→Ar 운반: U3O8 50kg, 

UCl3 10 kg

 - Ar→Air 운반: 회수U 50kg, 염

폐기물 20kg

 PRIDE 시설의 Layout을 고려한 

최 의 동선이 제시되었으며 인

양장비  운반장치가 설계되었

음.

 - PRIDE Ar 로 박스 속계

통(LTL, STL)의 크기  량제

한요소

 공정가 

연계요건

의 

성과 

운반요건 

정량화

○ 핵물질/폐기물 

운반장치 설계

원격취 이 가능하고 운반사고 

시 핵물질의 비산을 방지할 수 

뚜껑회
체결력: 

15kg 이하

3. 2단계(2010~2012년)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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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있는 운반용기 설계안을 제시하

고, 뚜껑회  체결력은 최  

15kg 이하로 설계하 음.

②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용기/취 장치 설계 10 100

○ 핵물질/폐기물 

장용기/취

장치 설계요

건 분석/평가

1 MTHM 처리(50kg * 20batch) 용

량을 가정하여 회수우라늄과 폐용

융염 고화체의 장용기  취 장

치의 설계요건을 도출함.

회수우라늄 속 장용기 : 산화성, 

2   구조, 불활성 분 기 장 

폐용융염 고화체 장용기 : 조

회성/흡착성, 용 방식 포장

 장용기 취 장치 : 설계하  150 

kg, 사고시 풀림 방지용 강제  체

결요건 구비 

 회 수 우 라

늄 속의 

설 계 요 건

의 성  

○ 핵물질/폐기물 

장용기/취

장치 설계 

회수우라늄 속 장용기 : 1차용기

는 불활성분 기에서 , 2차용기

는 불활성가스 충   분 기 제

어(압력계 설치) 

폐용융염 고화체 장용기 : φ344 x 

500 mmL, Clamp 방식의 뚜껑체

결 구조, 원격취  구조

 량물 취 장치는 Rotating arm 

구조, 1-4단으로 arm 길이 조  (작

업 역 극 화)

Grapple은 한번 체결되면 인 인 

힘을 가하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도

록 설계함. 

회수U 속 

장 용 기

의 불활성

분 기 유

지  제

어 

사고시 취

장 치 의 

안 성 확

보

③ PRIDE 핵물질/폐기물 Canister 장치 설계 10 100

○ Canister의 포

장요건 분석/

평가

PRIDE에서 발생하는 핵물질인 U 

metal ingot은 장 후 회수  장 

동안 inert gas 분 기가 요구되므로 

이   포장방식이 필요함.

Glass-bonded ceramic waste는 장기 

장 후 처분을 요함. 따라서, 

canister의 closure 방식을 welding 

방식을 용하는 방식이 필요함.

폐기물에 

따른 

포장요건 

도출

○ 장치 기능 

 설계요건 

분석/평가

U metal ingot은 bolting closure 방

식을 선정하 으며,  후 설률

은 1×10
-4
 std.cm

3
/s 임.

Ceramic waste는 welding closure 

 장치 

설계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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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방식을 선정하 으며, 열차폐부 뒤 

온도는 300 °C 이하임.

○ Canister 

장치 설계

Bolting closure 장치는 O-ring의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축제어 방식으

로 설계함.

Welding closure 장치는 용 기·보

수장치·원격취 의 3개 기능을 갖도

록 설계함.

  장치 

설계

 운반용기 수직형 속시스템 설계요건 

분석/평가  축소모델 설계
30 100

① 수직형 속시스템의 설계요건서 작성  축소

모델 설계

5 100

○ 속시스템 설

계요건 분석/

평가  설계

요건서 작성

   

 해외의 선진핵연료주기시설의 

개념설계 를 분석하여 공학규모 

이로공정 시설 내 물질운반경

로  상물질을 분석하고 단

시설 간 물질운반에 필요한 

속시스템의 요건을 도출함

 1차 격납이 이루어진 방사성물

질을 공기 분 기 셀로 이송하

기 한 수직형 속시스템의 

설계요건서를 작성

 미국 

AFCF의  

개념설계 

 

SNF/HLW 

Transfer 

System  

설계문서  

분석

○ 속시스템 축

소모델 설계

   

 팽창 실을 이용하여 속 시 

을 유지하고 설여부를 검사

할 수 있는 새로운 속개념을 

제안하고 차, 속구  모의 

핫셀로 구성된 축소모델 설계

 약 1/5 

스 일 

축소

○ 충격완충재질의 

산모델링 기

법 개발

 발사목, 우 탄폼의 산해석모

델링 기법을 분석하고 재료시험

을 통하여 각각의 모델링 기법

을 검증

 
LS-DYNA

의  

crushable 

foam 모델 

활용방안

분석

② 수평형 핫셀 속 운반용기 설계승인 25 100

○  SAR 검토/보

완  인허가 

수평형 핫셀 속 운반용기의 

PSAR를 KINS에 제출(’10.8.31)

수평형핫
셀운반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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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획득을 한 K

INS 제출

하 으며 해석결과 열, 구조, 차

폐, 임계 측면 모두에서 해석결

과 상 안 성이 인정되었음. 구

조해석결과 9m 낙하충격후 

ASME 한계응력인 3.6 Sm  

3.0 Sm(볼트)을 만족함을 보임.

제출된 SAR에 한 KINS의 질

의  보완요청 사항에 해 2

차례의 보완답변서(’10.12.8, 

’11.1.18)를 통하여  KINS 질

의응답을 완료하고 설계인허가

를 취득함.(’11.4.14)

설계인허
가 획득: 

’11.4.14

○ 안 성평가 시

험

1/2 스 일 축소모델을 활용한 

구조시험 7회, 화재시험 1회, 침

수시험 1회를 KINS 입회하에 

수행하여 안 성시험 수행완료

함.

각각의 안 성시험 수행 이후 

측정된 설율은 허용 설율(정

상조건시 6.75×10
-5

, 사고조건시 

6.68×10-3) 이하이고, 화재시험후 

납차폐체  O-ring의 측정온도

는 각각 최 허용온도인 327°C 

 250°C 이하로 측정되어 교과

부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B(U)F형 운반용기의 가상사고조

건하의 안 요건을 충족함.

안 성평
가 시험을 

통한 
성능요건 
만족여부 

평가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 설계요건 분석

/평가

20 100

① 회수물/Waste Form 통합 장 리방안 분석/

평가

10 100

○회수물/Waste 

Form 통홥 장 

리방안 분석 

PYRO 단 공정에서 발생되는 특성, 

붕괴 장  처분옵션 등을 고려하

여 3개 통합화 방안에 한 평가

를 수행함.

Waste Form 제조/포장/ 장비용 

감, 련시설의 최 화    

처분 상 고 폐기물의 최소

화를 한 최  통합 리방안을 

선정함.

  - Grout waste form : HTO, Iodine

통합 장을 

통한 련

시설 최

화  폐기

물 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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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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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 Combined glass waste form : 

Cs(Rb,Cd), Tc(Mo,Rh,Ru,Te),    

 RE

  - Combined metal waste form : 

Hull, NFBC, NM 등 

② Waste Form 장시스템의 열 달 시험모델 설

계/제작

5 100

○ 장시스템 열

달 비해석 

Waste Form 장시스템의 냉각

시스템 설계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Vault 장방식의 축소시험모

델 개념설정  열 달 비해석을 

수행함. 

원형모델과 축소모델의 열해석 결과

가 20 % 이내로 일치하여 축소모델

에 한 성이 입증됨. 

 Storage tube의 최 온도가 150 ℃

로 계산되어 시험모델의 냉각효율

성이 입증됨.

열 달 이론식을 이용한 장 캐니

스터 온도계산 차를 확립하 으

며, 이론식과 FLUENT 해석결과가 

1 % 이내로 일치함.

 축 소 시 험

모델의 

성 입증

 캐 니 스 터 

온 도 계 산 

차 확립 

(계산오차 

1% 이내) 

○ 장시스템의 

열 달 시험모

델 설계/제작 

열 달 비해석을 통하여 냉각

효율성이 입증된 vault 방식에 

한 1/4 축소 열 달 시험모델 시제

품을 확보하 음. 

열시험 모델은 공기 흡입구와 배기

구, 장 , 기히터, collimator 등

으로 구성되며, 장 을 엇갈림 형

태로 배열하여 공기 순환이 원활하

도록 설계/제작함. 

캐니스터의 최  붕괴열을 3 kW

로 가정하여 1/4 축소모델의 

장  1개의 열용량을 600 W로 

설계 제작함.

 축 소 시 험

모델의 

성  

시제품 확

보

③ Waste Form 장시스템의 설계요건서 작성 5 100

○ Waste Form 

장시스템의 

설계요건서 

IAEA 기 에 부합되는 장시스

템 설계요건을 도출함.

TRU 속 : 불활성분 기 장, 

격리된 핵물질구역 장, 잠 장

치, 차폐/임계/냉각시스템 고려

IAEA 기

에 부합

되는 장

시스템 설

계요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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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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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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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구역 선량한도 : 25 mrem/yr

미임계(keff<0.95) 유지

선량률, 방사능, 격납 감시기능, 장

실 내부 부압 유지

열하 /냉각계통, 허용온도 유지

(Glass 이온도 : 400℃) 

출 

 회수물/Waste Form 포장시스템 설계요건서 

작성  Canister 시험모델 설계/제작
20 100

① 회수물/Waste Form 포장시스템의 설계요건서 

작성

10 100

 ○ 회수물/Waste 

Form의 특성 

 발생량 평

가

PYRO Flow-sheet 단 공정의 핵물

질/핵분열생성물 분배계수와 공정손

실 등을 반 한 물질수지를 작성하

고, Waste Form 특성  양의 평가

를 수행하 음.

핵분열생성물 분배계수 등을 고려하

여 냉각기간에 따른 단 체 당 

Waste Form의 붕괴열과 방사능세기

를 평가를 수행하고, 붕괴 장의 도

입가능성에 한 기술  검토를 수

행하 음.

Waste 

Form 특성, 

발생량 

등을 

평가하고 

붕괴 장에 

한 

기술  

검토를 

수행함.

○ 회수물/Waste 

Form의 포장

요건 분석/평

가

UC-C, V  AVH 등의 Canister 모

델과 NRC 10CFR60.135의 규정/지

침, 그리고 미국  일본의 선진핵연

료주기 로그램에서 제시된 

Canister 개념에 해 분석  평가

를 수행함.

미국 NRC 10CFR60.135 등의 규정과 

지침을 기 으로 PYRO 공정발생 

Waste Form의 설계요건서를 작성함.

해외 황 

 법규 

분석을 

통해 설계 

요건서를 

작성함.

② 회수물/Waste Form 시험모델 Canister 설계/제

작

10 100

○ 코드를 이용한 

구조, 열  격

납 해석평가 

11종류 Waste Form 재 Canister에 

한 열해석을 수행하 으며, RE2O3 

Glass Waste Form의 심 온도는 

천이온도(500 ℃)이상으로 장 리

가 기술 으로 불가능해 Loading율

을 20 % 이하로 감소시켜야 하는 것

으로 평가됨.

9 m 높이  7.3 m 높이에서 

canister가 canister 로 낙하하는 조

각각의 

해석을 

통해 

Loading율, 

두께, 

설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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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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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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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4)

건에 해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재 

두께를 8 mm로 결정하 음.

Waste form의 발생 종류  방사능 

세기가 가장 높게 평가된 REFP 세라

믹 waste 조건에 한 격납해석결과 

허용 설률은 1.67 × 10-5 std.cm3/s 

로 평가되었음.

○ Canister 시험

모델 설계  

제작 

낙하해석을 통해 축격흡수성이 가장 

좋은 주름형 모델과 유럽  일본에

서 사용하는 반타원형 모델을 회수

물/Waste form canister로 선정하

으며, canister의 구조 건 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하기 해 8 mm 두

께를 갖는 canister  dummy 

weight를 설계하여 제작하고, 열 성

능 평가를 수행하기 해 electric 

heater를 설계하여 제작함. 

 비안 성

평가를 

한 

시험모델의 

설계/ 제작

 PRIDE 핵물질/폐기물 장치 제작  운반/

장 취 장치 성능평가

30 100

① PRIDE 핵물질/폐기물 운반장치 성능평가 10 100

 ○ 핵물질/폐기

물 운반장치 

상세설계

 핵물질/폐기물의 특성, 발생량, 

속 치에 기 한 운반용기 상

세설계  도면 작성함

 - 표 운반용기: φ280×H300, 

STL이동

 - 형운반용기: φ700×H570, 

LTL이동

 - GB 속용기: φ450×H450

 환형잠 링 타입, 클램  타입, 

잠 고리 타입의 세 가지의 뚜

껑 결속메카니즘을 평가하여 원

격취 성, 성, 작업자 편리

성을 고려하여 최 안을 도출

함.

운반용기 
상세설계

도면 작성

○ 핵물질/폐기물 

운반장치 시운

/성능평가

 세 가지 개별 운반용기에 한 

원격성 시험과 설시험을 수행

 - 클램 타입 최소볼트토우크: 

2.5 N·m

 - 원격조작기 부과가능토우크: 

8.5 N·m

원격성, 

설율 
성능 
만족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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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율(Std·㎤/s): 클램 타입 

1.7×10
-5

 

         잠 고리타입 2.3×10-5 

         (허용범  이내 존재)

 원격성, 설율 에서 클램

 타입과 잠 고리 타입 모두 

성능요건 만족, 작업자 편이성

을 고려 잠 고리 타입을 최

해로 선정

② PRIDE의 핵물질/폐기물 장용기/취 장치 

성능평가 
10 100

○ 회수물/폐기물 

장용기 상세

설계/성능평

가 

회수우라늄 속과 폐용융염 고화

체의 장용기를 제작한 후 캐니

스터 장   원격취 , 설시험 

등의 시운   비 성능시험을 

수행함. 

회수우라늄 장용기의 설률이 

2.0E-5 Std‧㎤/s로 측정되어 허

용 설률(1.0E-4 Std‧㎤/s) 이내

로 평가됨.

 장 용 기

의 격납건

성 유지

( 설률 : 

2 . 0 E - 5 

Std‧㎤/s)

○ 장용기 취

장치 상세설계

/성능평가

 량물 취 장치는 Arm의 회   

길이 조 이 가능하며, Arm의 회

각도는 90도, 회 반경은 1.6 

~ 5.5 m, hook의 취 높이는 

1.7 m로 설계하 음. 

 량물 취 장치를 제작한 후 치

수검사, 하 시험, 주요 기능  

작동에 한 시운 을 완료하

음.

Grapple 시제품을 제작하여 설계

하 의 1.5배의 량으로 하 시

험을 수행한 결과 집게의 풀림

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장 캐

니스터의 원격취  시운 을 성

공 으로 완료함.

 장 용 기 

취 장 치 

시제품 확

보  성

능 유지

③ PRIDE 핵물질/폐기물 Canister 장치 

제작/설치

10 100

○ Canister 

장치의 운

차서 작성  

운 차의 Si

Welding Closure 장치 운 차

서는 용 조건을 설정하는 서보부분

과 용 상태를 보여주는 용 부분으

로 구성하여 작성함.

Canister 

장치 

운 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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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ation Bolting Closure 장치 운 차

서는 bolting 조건을 설정하는 체결

부분과 회 을 설정하는 서보부  

인덱스부로 구성하여 작성함.

○ Canister 

장치 제작/설

치  기능/

성능요건 비

평가 

Welding Closure 장치 설치 후 

수행한 성능요건평가를 통해 back 

비이드 형성을 한 root부의 두께 

결정과 캐니스터 마개의 치를 고

정하기 한 root 두께 결정의 최

화는 마개용 에서 요한 인자임을 

확인함.

Bolting Closure 장치를 제작 완

료하 으며, 재 성능요건평가를 수

행 임

Canister 

장치의 

성능시험을 

통한 기능 

 

요건평가

 핫셀 운반용기 설계요건 분석/평가  수직형 

속시스템 축소모델 성능평가

20 100

① 핫셀내 핵물질/폐기물 운반용기 설계요건서 

작성

10 100

○ 핫셀내 핵물질

/폐기물 운반

용기 설계요건 

분석/평가

교과부고시 제2009-37호, IAEA 

Safety Series TS-R-1/2, US 

10CFR71  NUREG-1617 법규 

 규격 검토

일반요건, 차폐, 임계, 격납, 열, 

구조분야로 나 어 설계요건 분

석, 미국 GE-2000 핫셀용기  

해외 핫셀용기의 특성 분석

 - 허용 설률

 .운반용기: 약 1.0E-5 std․㎤/s
 .핫셀: 30 mmAq의 부압조건에
서 4 vol.%/day

핫셀내 
핵물질/폐

기물의 
특성 고려

○ 핫셀내 핵물질

/폐기물 운반

용기 설계요건

서 작성

핫셀용기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

계요건을 분석함. 허용 설율의 

강화, 완충구조 효율 증 , 운반

용기 원격취 방법 등의 특수성 

분석함.

핫셀운반용기의 설계요건을 분
석하여 설계요건서를 작성함.

핫셀내 
작업환경/
요건 

반 의 
성

○ 충격완충구조 

설계

 발사목의 이방성을 고려한 재료

모델 기법을 분석하고 충격완충

구조 시험모델을 설계하여 해석 

 시험 검증평가 수행

 발사목의 

confinem

ent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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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반용기 수직형 속시스템 축소모델 

제작/성능평가

10 100

○ 속시스템 축

소모델 제작 

 작동성 검

증

 수직 속시스템의 1/5 축소모델

을 제작하여 차이송, 용기

속, , 설검사  용기뚜껑 

개폐, 운반물 핫셀 반입/반출 

 과정의 작동성 검증

 원격조작, 공압을 이용한 작동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추후 원형

스 일 모델 설계를 한 기본

데이터 축   

 
속개념

/ 

속 차 

검증  

○ 속시스템 축

소모델 성능평

가 

 수직 속시스템 성능평가 척도 

개발  이에 따른 성능시험 수

행

 속 시 유지 성능, 정렬성

능, 속  물질이송의 용이성 

측면에서  제안된 성능척도를 

모두 만족하며 100%의 속성

공률을 확인함 

 설검사 

압력: 1 

kgf/cm
2
 

 정렬도 

평가기 : 

±0.5〫

 모의 Waste Form를 이용한 장시스템 열 달 

모사/특성평가
30 100

① 회수물/Waste Form 장시스템의 기능/연계성 

분석/평가

15 100

○ 장시스템의 

기능  운

요건 분석/평

가

10CFR61.55에서 제시된 핵종별 방사

능 세기를 기 으로 Combined 

Waste Form의 붕괴 장 방안, 

Combined Waste Form 재 

Cansiter의 열해석 등을 통하여 붕

괴 장을 포함한 통합 장 리 방

안에 한 기술  평가  기 데

이터 생산함. 

 W a s t e 

Form의 붕

괴 장 방

안 도출 

○ 포장/운반시스

템과의 연계성

분석/평가

미국 AFCF  일본 FaCT 등의 실

용화시설 배치계획 등을 기 으로, 

장용기  Canister 취 /운반, 

회수물과 Waste Form 장시스템

에 한 연계성 분석을 수행함. 

Waste Form의 장안 성과 련한 

방사선 분해가스 생성, 내압상승  

열  안 성 항목 분석, 그리고 

Waste Form 처리  검사항목 

등에 한 포장의 기본요건서 작성

포장/운반

시 스 템 과

의 연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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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함.  

② 모의 Waste Form을 이용한 장시스템 열 달 

모사/특성/ 비안 성 평가
15 100

○ Waste Form의 

열 달 산모

사 

표 형 캐니스터의 Waste form 

붕괴열에 따른 열 달해석을 수

행하여 캐니스터 온도  최  

붕괴열을 평가함.

Waste form의 장 허용온도를 

400 ~ 500 ℃로 제한하기 하여 

캐니스터의 최  붕괴열은 2 kW로 

평가됨. 

붕괴열이 2.0 kW일 경우 Waster 

form의 최 온도를 450 ℃로 제

한하기 한 캐니스터 표면온도

는 256 ℃로 평가됨. 

따라서 캐니스터의 최  붕괴열

을 2 kW, 캐니스터 표면온도를 

250 ℃로 설정함.

 캐 니 스 터

의 최  

붕 괴 열

(2kW)  

캐 니 스 터 

최  표면

온도 설정

(250℃)

 

○ Waste Form 

장시스템의 

열 달 특성/

비안 성 평

가  

Vault 방식의 1/4 축소 시험모델을 

이용하여 붕괴열에 따른 열 달시

험을 수행하 으며, 열시험  해

석결과가 10 % 이내로 일치하여 

시험/해석 결과에 한 신뢰성

이 입증됨.

Vault 방식에서 배기구를 통한 

자연 류 열 달률이 70 ~80 %

로 평가되어 장시스템에 한 

냉각효율성이 입증됨.

열시험  

해 석 결 과

가 10% 

이내로 일

치

 장 시 스

템의 냉각

효율성 입

증

 회수물/Waste Form Canister 시험모델 성능평

가

20 100

① 회수물/Waste Form 포장 시스템의 기능  운

요건 분석/평가
5 100

○ 포장 시스템의 

기능  운

요건

포장 용 UC-V,C Canister를 기 으

로 포장시스템은 Glass와 

Glass-bonded Ceramic, Grout, Metal 

Waste Form의 2개의 포장라인으로 

구성되고, 특히 용융 Glass를 직  

주입하는 라인은 냉각기능이 추가됨.

공통설비는 Canister Lid 취   운

반장치, 용 장치  불활성가스 충

진장치, 제염장치  검사장치(외

기능  

운 요건 

평가를 

통한 

포장시스템

의 기술  

개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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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
목표 

달성도
3)

(%)

비고4)

검사, 발열량, 량, 방사능, 설 등) 

등이 포함되고, 이들 장치에 한 기

술  개념을 제시함.

② 공정/폐기물 처리 Cell과 운반 등 연계성에 한 

분석/평가

5 100

○ 공정/폐기물 

처리 Cell과 운

반 등 연계성

Glass Waste Form은 처리시설에서 

용융상태의 Glass를 직  Canister에 

주입, 그리고 기타 Waste Form은 처

리시설에서 1차 용기에 재한 후, 

포장시설에서 UC-C Canister에 재

하는 비개념을 제시하 음.

후속 장단계에서의 안 성과 련

하여 Waste Form의 수분농도, 

Canister 내압상승  열  안 성, 

폐성 등에 한 기술  요건에 

한 비분석을 수행함.

Waste form 

처리에 

한 

비개념 

 기술  

요건에 

한 

비분석 

수행

③ 회수물/Waste Form Canister 시험모델 성능평가 

 비안 성 평가
10 100

○ Canister Lid Cl

osure 성능평가

○ Waste Form 취

장치 성능평

가

○ Waste Form Ca

nister 비 안

성평가

용 에 의해 이루어지는 Canister의 

closure를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몸체와 뚜껑을 제 로 결합시켜야 

함. 따라서, Canister Lid Closure 형

상에 따른 체결 시험을 통하여 볼 

런져 형으로 결정함.

회수물/Waste Form을 취 하여 

Canister에 재하기 해 스 링 형 

 링크 형 waste form 취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waste form 재 

평가를 수행하여 스 링 형을 선정

하 음.

Waste Form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은 

950 Watt로 하여 수행한 열시험결과 

Canister 표면에서의 온도는 약 70 

°C로 측정됨.

Lid 구조형의 구조시험에서는 바닥 

안쪽의 평평한 부분이 동일하게 둥

게 변형되었으며, Wrinkle 바닥형

의 구조시험에서 wrinkle이 60 mm

에서 52 mm로 측정되었고, 해석과

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 내었음. 

Lid closure 

성능평가를 

통한 형상 

선정

 waste 

form 취  

장치 

성능평가를 

통한 장치 

선정

 비 시험 

평가를 

통한 

해석결과와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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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 기여도

  ○ 1단계 연구에서는 고방사성물질의 운반 장 특성  logistics 분석을 통하여 

운반시스템의 용량증 와 장시스템의 용량을 최 화시켜, 공학규모 실증시

험 시설에 용할 운반 장시스템의 용량규모 결정과 운  효율 증 에 기여

함. 한, 수평형 핫셀 속 운반시스템을 개발하여 설계 인허가를 획득함으로

서 향후 공학규모 시험시설에 고방사성/고방열성 물질을 운반할 기반기술을 

확보함. 이로 공정물질 임시 장방안분석에서는 다양한 폐기물의 장과 냉

각효율을 고려하여 Vault 방식을 선정하고 Vault 장방식에 한 장개념을 

도출함으로서 장시스템 설계 자료를 확보함. 

  ○ 2단계 연구에서는 PRIDE 시설에서 직  활용 가능한 LTL*과 STL* 용 핵물

질/폐기물 운반용기와 수직형 속시스템, Canister 폐장치 등의 성공 인 

개발, 그리고 공학  설계자료 생산과 이로 공정발생 Waste Form의 안

리기술 등을 독자 으로 개발하는 성과가 있었음. 공학규모 이로 공정 개발

단계에서는 이로 핵심공정의 분리효율 향상 이외에 공정발생 폐기물의 

화  최소화, Waste Stream 단순화, 그리고 처분과 연계된 진일보된 실용

화 개념의 폐기물 안 리 기술의 확보는 필수 이고, 이들 기술은 미래원자

력시스템의 기술성, 안 성  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 이를 통해 개발된 회수물/폐기물 안 리기술(운반/포장/ 장), 캐니스터

의 안 성 평가와 열해석 기술 등은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장기술에의 활용

성 이외에도 국내 기술자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단됨.  

  ○ 국내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결정과 함께 발 소 방사성폐기물 운반

과 련된 국민 심도가 증 됨에 따라, 본 과제에서 개발된 핫셀 운반시

스템  공정물질 임시 장 기술을 통해 핵물질의 운반  장 안 성 향상

에 이바지함에 따라 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고방사성물질 핫셀운반시스템 개발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방사능 

독성 감화에 의한 고 폐기물의 안 리 기술과 SFR 재순환핵연료주기 

기술의 경제성  안 성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고방사성물질의 효율  

리 기술의 독자  개발을 통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

음.

  ○ 20년 이상 축 된 방사성물질 운반 장시스템 설계 해석기술과 국내 유일의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 성시험 공인시험체계 운  등을 통하여 국내 원자력

기술의 자립에 일조하 으며,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해 연구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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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3건의 기술이 , 5건의 기술지도, 1건의 기술수출  13건의 수탁과제를 수

주하여 산업체 기술지원 측면에서 획기 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지

속 인 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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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산업체 활용실 >

이 기술내용 업체명
방법

(용역/자문/
수탁)

경비(기술료) 계약기간

Ir 벌크선원 설계기술 (주)원일T&I 기술이 11,856,000
2007.8

~2011.11

Ir-192 방사선원을 운반할 수 있는 

비 괴검사용 방사선원 조사기의 

설계기술

(주)호진산업기연 기술이 11,750,000
2008.9

~2013.8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설시험 

기술
(주)원일T&I 기술이 11,550,000

2010.12

~2020.12

Design of Tritium Transport 
Package ITER Organization 기술수출 €125,850

2009.8.1

~2010.7.31

방사성폐기물운반

용기 첨단화
(주)한발 기술지도(자문) -

2007.12.20

~2008.1.11

방사성물질 운반 장용기 기술기  

 황 련 기술지도
(주) 로템 기술지도(자문) -

2009.1.13

~2009.2.27

핫셀 속시스템 설계  

성능평가
이스턴엔지니어링 기술지도(자문) -

2009.1.13

~2009.2.27

핫셀 운반용기 설시험 기술 (주)수력 기술지도(자문) -
2010.12.1

~2010.12.31

격납경계 설검사 여명엔지니어링 기술지도(자문) -
2010.11.1

~2011.11.30

방폐물 IP-2형 운반용기 안 성 

입증시험

(주)코네스코퍼

이션
수  탁 70,000,000

2007.5.1

~2007.12.31

경수로 SF 장시설 

안 성시험평가
(주)한수원 수  탁 324,000,000

2005.12.1

~2008.11.30

고건 성용기 구조안정성평가 (주)계림폴리콘 수  탁 370,000,000
2005.12.1

~2008.11.30

표 형원  SF수송용기 

안 성시험

(주)코네스코퍼

이션
수  탁 180,000,000

2007.09.1

~2008.12.31

폐수지 용운반용기 안 성평가 (주)한수원 수  탁 950,000,000
2007.10.31

~2009.12.31

울진, 1,2호기 Cask 

성능평가
(주)한수원 수  탁 36,350,000

2008.3.1

~2008.9.30

사용후연료 바스켓 낙하사고 

구조건 성 평가
(주)한수원 수  탁 299,010,000

2008.7.28

~2009.9.30

수송용기의 진계열 

성자차폐재 기술개발 
(주)원일T&I 수  탁 40,000,00

2008.10.1

~2010.1.31

경수로 신연료 운반용기 

안 성시험 평가 
(주)한국 력기술 수  탁 250,600,000

2009.5.27

~ 2010.1.31

수로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개념설정 용역

한국방사성폐기물

리공단
수  탁 119,600,000

2010.4.19

~ 2011.2.18

삼 수소 장공  시스템 

하 해석  사고해석 
국가핵융합연구소 수  탁 593,000,000

2011.2.1

~2014.12.31

방페물 운반용기 7종 안 성시험
(주)코네스코퍼

이션
수  탁 983,000,000

2011.10.1

~ 2012.6.30

신고리 원  방폐물 A형 

운반용기 안 성시험
(주)한수원 수  탁 55,000,000

2011.10.1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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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Pyroprocess 운반 장 logistics 분석기술

     공학규모의 이로 운반 장 구축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소외수송 는 간

장시설의 운반 장 방안분석에도 직 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방사성폐

기물 처분사업과 사용후핵연료 소내 장 는 간 장사업이 본격화되며,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지속 으로 활용이 가능함.

  ○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설계기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평형 핫셀 속시스템, 핫셀 운반용기  수직 속시스

템 등의 핵심장치와 공학규모 설계자료 등의 연구 성과물은 공학규모 실증시

설에 직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기반기술이며, 차기단계에서 핵심장치의 원

격취 성과 성능 향상 등의 실용화 연구와 시스템 기반기술 등의 인 

추진을 통해 공학규모 실증시설(회수물/Waste Form의 운반/ 장분야)의 독

자 인 설계기술 확보에 기반이 될 것임. 운반시스템 기술은 향후 추진될 사

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건설 사업에 기술이 이 가능함으로 국내산업의 

기술자립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로부터 설계승인을 획득한 다목  핫셀 운반용기는 ACPF(Advanced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실증시험에서 요구되는 핵물질  폐기물 운반

에 직  활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학규모 실증시설의 고방사성물질 운반기

술에 용할 수 있는 실용화 기술로 발 될 것임. 본 과제에서 개발한 고방사

성물질 운반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운반용기의 안 성시험과 련된 다수의 

수탁과제를 수주하여 성공 으로 수행하 고, 운반용기 설계  시험기술의 

산업체 기술이 , 설계해석과 련된 기술수출 등을 통하여 국내 기술자립  

련 기술의 해외수출을 한 기반을 마련하 음. 

  ○ 고방사성물질 /포장  장기술

     향후 체 핵연료 주기에서 직  처분 혹은 재활용 사이클에 한 기반기술

로서 우리나라의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자립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을 결

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국내의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추진과 

외 으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사용후핵연료의 장 안 성에 한 

국민 심이 증 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핵물질의 장 안 성 향상을 통한 

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고방사성물질 장시스템의 국산화 개발

을 통하여 련 산업의 활성화할 수 있으며, 독자 인 핵연료주기 기술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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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외 기술종속을 탈피하고 해외로의 외화유출 방지  련 기술의 국

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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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1.  고방사성물질 특성분석  포장시스템 개발  

   본 연구항목의 연구에서는 PYRO 공정발생 폐기물의 Waste Form 형태, 그리고 

장방안에 한 원자력선진국의 사례  기술정보 확보에 주력하 다. 특히 미국

은 년도에 GNEP(AFCI 포함) 로그램을 본격 으로 취소하고, 신규 Fuel Cycle 

R&D 로그램의 추진계획 발표 등의 국내.외 으로 큰 환경변화가 있었다. 특히 

기 과학기술을 확 개편을 통한 신기술 개발 략, 그리고 기술성, 안 성 련 연

구를 강화한 Fuel Cycle R&D 로그램에 해 다수의 정보를 확보하 다. 

 - Buzz Savage, "Department of Energy's Fuel Cycle R&D Program", U.S. 

DOE, 2009.

 - Phillip Finck, "Science Based Fuel Cycle R&D Program", Idaho National 

Laboratory, 2009.

  GNEP에서 으로 추진하고 있는 Waste Form의 붕괴열  방사능 세기 등

에 따라 .단기 장, 그리고 붕괴 장 방안, 그리고 처분과 연계된 통합폐기물

리 략에 한 다수의 기술  정보를 확보하 다. 

 - Waste Generation Forecast and Characterization Study-800 MT/year 

UREX +1A, WH-G- ESR-G-00051, 2008.

 - U.S. DOE, "GNEP Integrated Waste Management Strategy“, 

GNEP-WAST- WAST-AI- RT-2008-000214, 2008.

 - Idaho National Labortory, "Advanced Fuel Cycle Facility Conceptual 

Design and NEPA Support Activities“, AFCF-ST-001, 2008.

  미국 INL 연구소에서는 EBR-II Spent Fuel Treatment Project의 일환으로 Waste 

Salt 처리공정의 Scale-up 연구와 포장개념을 제시함. Waste Salt의 처리공정의 용량

은 약 350 ～ 400 kg으로 Scale-up 처리공정의 Demonstration를 성공 으로 완료함

*. Waste Salt 처리 Scale-up 공정은 Canister의 포장용이성을 고려하여 일차용기 기

능의 Container를 직  Canister에 포장하는 개념이다.  특히 Scale-up 공정은 

Cermaic Waste의 제조과정에서 부피가 60 % 감소로 인한 문제 의 해결, 그리고 

Waste Form의 도향상과 기공율 최소화를 한 추가공정이 없이 직  제조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하며,  Hot Cell에서의 원격 취 성 향상된 신개념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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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 Morrison and K.J. Batemam, "Scale-up of Ceramic Waste Forms 

for the EBR-II Spent Fuel Treatment Process", INL/CON-10-19439, 

2010

2. 고방사성물질 핫셀 운반시스템 기술개발  

  본 연구항목의 연구에서는 PYRO 공정발생 폐기물을 운반하기 한 핫셀 운반시

스템을 설계하고 안 성을 평가하기 해 TRUPACT-Ⅱ 핫셀 운반용기  RH-TRU 

72-B 핫셀 운반용기에 한 안 성분석를 확보하 으며, 폐기물의 방출률 평가를 

해 PNNL에서 발간한 처분시설 평가를 한 Waste Form 방출 계산과 련된 자

료 외 다수의 정보를 확보하 다.

  미국은 EBR-Ⅱ  ATR로부터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HFEF)로 사용후핵

연료를 운반하기 해 GE-2000 운반용기  속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후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Radioactive Scrap and Waste 

Facility(RSWF)로 운반하기 해 HFTF-14 운반용기를 개발하 으며, Waste 

Isolation Pilot Plant (WIPP)로 운반하기 해 RH-TRU 72B 운반용기, CNS 10-620B 

운반용기 등을 개발하 고, AFCI에서 발생하는 waste form의 종류  에 따른 

다양한 운반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 TRUPACT-Ⅱ Transport Cask Safety Analysis Report, Rev.21
- RH-TRU 72-B Transport Cask Safety Analysis Report, Rev.4 
- Waste Form Release Calculations for the Integrated Disposal Facility 

Performance Assessment, PNNL-15198

3. 고방사성물질 장시스템 기술개발  

  미국 DOE는 수송, 장  처분을 목 으로 하는 TAD 캐니스터를 개발 이며, 

INL 연구소는 NSNF 로그램을 통해 운반, 장  처분이 가능한 다목  표 형 

캐니스터의 재질노화, 취  충격, 건조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TAD 캐니스터  

다목  캐니스터 련 자료를 확보하여 Pyroprocess 공정물질의 포장, 운반  임시

장 기술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Transportation, Aging and Disposal Canister System Performance 

Specification, DOC. 20080331.0001

  미국의 INL은 FCF와 HFEF 핫셀에서 EBR-II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공정

(Pyroprocess)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염폐기물, 일반 폐기물  



- 801 -

TRU 련 폐기물 등의 장 련 기술자료를 확보하여 Pyroprocess 고방사성물질

의 임시 장 기술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 다.

 - Characterization and Packaging of a Process Waste Stream for Interim 
Storage at the Radioactive Scrap and Waste Storage Facility, ANL

 - Safety Issues of Dry Fuel Storage at RSWF, 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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