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2432/2003

최종연구보고서

사용후핵연료 리․이용 기술개발

Development of Advanced Spent Fuel

Management Technology

사 용 후 핵 연 료  특 성 계 량 화  기 술 개 발

Development of Spent Fuel Examination 

Technology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용후핵연료 리․이용 기술개발” 과제(세부과제 “사용후

핵연료 특성계량화 기술개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4.    .

연  구  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김 호 동

연  구  원 : 서 기 석, 신 희 성

주  식, 고 원 일

이 주 찬, 송  용

방 경 식, 이 상 윤

하 장 호, 이 태 훈

박  , 구  서

유 길 성, 서 항 석

박 성 원, 서  석

김 길 수, 엄 성 호

민 덕 기, 이 성 호

박 호 , 이  석

이 한 명, 이 호 희

황 용 화, 소 동 섭

조 일 제, 국 동 학



최종연구보고서 록

과제 리

번호

해당단계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단계구분 2 / 3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장기계획사업 

 세부 사업명  방사성폐기물 리사업

연구과제명
 과제명  사용후핵연료 리․이용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사용후핵연료 특성계량화 기술개발

연구기 명

(연구책임자)

한국원자력

연구소

(김호동)

해당단계

연구인력

내부 : 23.04 M․Y

연구비

정부 :  3,310,000 천원

외부 : 11.52 M․Y 민간 :     -   천원

계 : 34.56 M․Y 계 :  3,310,000 천원

탁연구  연구기 :             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미국        상 국연구기 명: LANL 참여기업

색 인 어

(각5개 이상)

한 : 안 조치, 비 괴핵물질측정장치, 볼트 장, 지수실험, 안정화 방안

어 : Safeguards, ASNC, Vault Storage, Exponential Experiment, Stability Method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438P

 1. 연구개발 목표  내용
 -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설계정보서 작성  IAEA 신고

 - 속 환체  공정시료 내 핵물질 측정장치 시제품 개발

 -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을 한 장 안 성 확보  최  장방식 선정

 - 지수실험장치 개발  성자유효증배계수 측정

 - 속 환체의 최  장 안정화 방안 도출

 2. 연구결과
- 물리, 화학  방사선  특성에 따른 시설의 MBA  KMP 설정

  - 미국 DOS/DOE와의 국제 력추진  KAERI/LANL공동연구 수행

  - ACP 시설의 격납  감시시스템 설계

- DUPIC에 용된 수동형 비 괴 성자 측정방법인  DSNC 시스템의 용

  타당성을 도출하고 5 % 오차 이내의 설계방법을 도출함.

- 속 환체 장개념 설정  안 성분석을 수행하 으며, 기술성, 안 성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볼트 장방식을 최  장방식으로 선정함.

- 지수실험장치를 개발하여 성능평가한 후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성자유효증

배계수를 측정하고, 기  계산값과 일치함을 확인함.

- 안정화물질과 속우라늄과의 합 을 제작하여 200～300 ℃ 온도에서 산화시험 수행

후 SEM, EPMA 분석결과 속 환체(U)에 Nb 1.2～1.9 wt% 첨가를 제안함.

 3. 기 효과  활용방안
- 시설의 감시시스템 설계, 계량 리 방안, 안 조치성 평가 등은 IAEA 시설부록의 취

득  사용후핵연료 재사용을 한 JD 승인에 활용 정

- 사용후핵연료 형태의 시료를 한 NDA 장치를 개발 완료하여, LANL 문가의 자

문에 의한 cold test를 통해 IAEA 인증을 받을 정임.

- 속 환체 건식 장은 경제성 입증만 된다면 사용후핵연료 리비용의 획기 인 

감이 가능하며, 안 성평가 기술은 향후 S/F 간 장시설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음.

- 지수실험장치를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성자유효증배계수 측정에 활용.

- 속 환체의 장 허용온도 여유도 증가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됨.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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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사용후핵연료 특성계량화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핵물질 안 조

치 시스템을 설계하여 시제품을 개발하고, 속 환체의 장 안 성의 비

평가에 근거하여 최  장개념을 확립하며,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장 안정성의 제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에 한 격납/감시 기술개발은 IAEA 안 조

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국제 으로 과제의 R&D 수행에 한 국제 인 신

뢰성 제고와 투명성 보장을 해서 필요하며, 이는 사용후핵연료 리.이용기

술개발(SMATER)에서의 핵물질 취  승인에 필수 불가결하다. 기존의 성

자 계량 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하여 개발하는 핵물질 측정장치  

계량 리 시스템은 핵물질 분포가 비균질한 속 환체에 한 비 괴  핵

물질 계량 리를 해서 필요하다. 

  속 환체의 체 , 방사능  발열량이 사용후핵연료의 약 1/4로 일 수 

있는 이 을 살리기 한 장방식을 확립하는 것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에의 활용 에서 ACP 공정의 타당성을 보이기 해서 필요하다. 

지수실험장치의 개발은 성자유효증배계수를 실험 으로 결정함으로써 효

율 인 장시설의 설계에 기여한다. 속우라늄의 산화 장성에 한 연구 

한 장허용온도를 높임으로 속 환체의 장효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 설계정보서 작성  IAEA 신고

  • 시설의 MBA (Mass Balance Area)  KMP (Key Measurement 

Point) 개념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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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설계 정보서 작성  핵물질 용 감시 체제 타당성 검토

  • 사용후핵연료 사용의 사  동의를 한 안 조치 이행계획 수립

  • 시설 격납  감시 시스템 설계

2. MCNP 코드의 계산결과를 기 으로 ACP 핵보장조치용 성자 계수기

(ANSC)을 설계하고 이에 한 성능분석을 수행하 다.

3. 속 환체의 최 장방식 선정 

  • 속 환체의 건식 장기  요건 설정

  • 건식 장방식에 한 속 환체 용성 분석 

  • 속 환체의 건식 장방식 개념평가 

  • 속 환체의 건식 장방식 비안 성 평가

  • 건식 장방식 종합평가  최 방식 선정 

4. 지수실험장치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조사후시험시설에 설치하고 성능분

석을 한 후,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한 성자유효증배계수를 결

정하고, MCNP 계산값과 비교하 다. 

5. 속 환체의 장 안정성 확보를 해 안정화후보물질과 속우라늄과의 

합 을 제작하여 200～300 ℃ 온도에서 산화시험을 수행하고, 시편의 조

직 찰과 성분분석을 해 학 미경, SEM, EPMA 분석을 수행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1.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 설계정보서 작성  IAEA 신고

  • 시설의 MBA  KMP 개념 정립

   - 환율에 따른 핵확산 항성/안 조치 타당성 분석

   - Bulk 시설에 한 IAEA 안 조치 자료 수집․분석

   - 물리, 화학  방사선  특성에 따른 MBA  KMP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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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설계 정보서 작성  핵물질 용 감시 체제 타당성 검토

   - 국내외 련 법규  IAEA 안 조치 정 등을 조사하고, 시설의 설계  

     도  시설 내외부에 설치될 각종 장치에 한 정보의 수집 분석.

   - 기  상세 설계정보를 제출하고 최종 DIQ 제출을 한 사 비 작

업 수행.

   - ACP 시설의 핵물질 용감시체제 타당성 검토를 해 국내외 련 법  

     규  약정, 국내외 유사시설의 용감시 체제 련 자료 수집, 분석.

  • 사용후핵연료 사용의 사  동의를 한 안 조치 이행계획 수립

   - 미국 DOS  DOE와의 국제 력을 극 추진하여 미국 LANL과 공동  

     연구를 수행.

   - 장기 인 공동연구 기반 확보를 해 과기부와 미국 DOE간의 제 6차  

      PCG에 공동연구 의제를 상정하여 향후 3년간의 공동연구 내용을 포  

      함한 새로운 약정에 합의.

  • 시설 격납  감시 시스템 설계

   - 핵물질 격납/감시 설계 차  요건에 한 설계 기  분석

   - 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에 한 격납/감시체계 설계사례 분석   

   - 차세 리 공정 실증 시설의 핵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의 격  

      납  감시 시스템 설계

2. 비 괴  핵물질 측정기술 개발

  Prototype ASNC는 Cd 이 부착된 총 20개의 He-3 tube는 직경 10 cm

의 cavity와 납차폐체를  각각 내부에 품은 고 도 PE 실린더에 박  있고, 

상하에 탄소반사체가 부착된 형태다. 성능시험 결과 20 cm 높이에서 측정효

율의 평균값과 표 오차가 각각 19 %와 2 %로 나타나, 설계목표치인 평균

효율 14 %와 표 오차 2 %를 만족하 다. ASNC의 테스트는 HV 인가에 

따른 계수효율 측정, 길이방향 계수효율 측정, PDT 문턱 압 조정 /후의 

HV 인가에 따른 계수효율 측정 등을 수행하 다. Cavity의 직경이 15 cm로 

변경되어 ACP Hot Cell용 ASNC를 MCNP 코드를 이용하여 설계하 는데, 

24개의 He-3 tube, Pb 차폐체의 외경으로부터 고 도 PE의 He-3 tube 심

까지의 거리, Pb 차폐체의 두께, 흑연, 니  반사체의 향 계산, Cd 성자 

흡수체의 크기 등을 최 화 하 다. 설계 결과 길이방향 측정효율 21.7 %, 

오차 0.98 %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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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 환체의 최 장방식 선정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장특성을 평가하기 한 기 핵연료도를 연

소도 48,000 MWd/tU, 기 농축도 4.5 %, 냉각기간 10년인 PWR 사용후핵

연료도를 선정하 다. 이와 같은 PWR 사용후핵연료를 속 환할 경우 방

사능  붕괴열이 1/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건

식 장방식에 속 환체 용성 분석 결과 구조  안 성 측면에서 이 이 

있는 속 장용기  냉각효율이 우수한 볼트 장방식을 후보 장방식으

로 도출하 다. 속용기  MVDS 장방식에 한 속 환체 장모델을 

설정하 으며, 속용기는 7개의 바스켓에 28개의 단 장 캐니스터를 장

할 수 있고 MVDS 방식은 72개의 장콘테이 에 864개의 속 환체 단

장 캐니스터를 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속용기  MVDS 장방

식에 속 환체를 용할 경우에 한 안 성평가를 수행하 다. 핵임계  

방사선차폐해석 결과 두가지 방식 모두 속 환체의 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해석 결과 속 환체의 최고온도가 허용온도보다 낮게 나타

났다. 구조  건 성 측면에서도 두가지 방식 모두 속 환체의 용이 가

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속 환체 건식 장방식 타당성 분석 연구를 완성

하기 하여, 두가지 장방식에 한 기술성, 경제성을 포함하는 종합평가

를 수행하 다. 객 성 있는 종합 평가를 하여 기술성에 한 정성 분석과 

경제성에 한 정량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결정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AHP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종합평가 결과, 볼트방식이 속용기 방

식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어 볼트 장방식을 속 환체의 최  

장방식으로 선정하 다.

4. 검출기 삽입 과 Cf-252 성자선원 삽입   그 보 함을 설계/제작하

고 검출신호 분석장치와 결합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상으로 한 지수실

험장치를 구성하고 이를 조사후시험시설에 설치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백그라운드 성자 선속 도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지지격자의 

치를 악하 으며, 핵연료 설계치와 2.3 %의 오차이내로 일치함을 확인하

다. C15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Cf-252 선원에 의해서 유도된 축

방향 선속 도를 측정하여 지수감쇠계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자

유효증배계수를 결정하 으며, 체로  MCNP 코드의 계산값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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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 환체 성분의 95 %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속우라늄의 속조직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온도변화에 따른 상변화에 의하여 3가지의 동소체(α,

β,γ우라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α 우라늄의 경우 단  격자의 각 

축간의 격자상수가 크게 달라 불안정한 비등방성을 띄어 속 환체의 장

의 안정성에 악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한 안정화물질

을 첨가한 속우라늄합  방법에 한 연구을 수행하 다. 속우라늄에 안

정화물질 2 wt%를 첨가한 합 의 시험결과 Hf, Ni을 첨가한 합 은 산화

항성이 감소되고, Zr, Ti, Nb등이 포함된 합 은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Nb를 첨가한 합 의 경우에는 순수 속우라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산

화 항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설 감시시스템, 계량 리 방안 등은 향후 IAEA로부

터 시설부록을 취득하는데 활용할 정이며, 안 조치성 평가는 미국으로부

터 사용후핵연료 재사용을 한 JD 승인을 하여 활용될 정이다. 사용후

핵연료 내 핵물질 측정장치 제작  성능시험은 사용후핵연료 형태의 시료

에 합한 NDA 장치로 개발 완료하여 LANL 문가의 자문을 받아 cold 

test를 한 후, IAEA 인증을 받아 사용후핵연료의 계량 리에 활용할 것이다.

  속 환체의 최 장방식 선정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속 환

체 건식 장 시스템의 안 성분석을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정이며 지

수실험장치는 PIEF에 장되어 있는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한 

성자유효증배계수 측정에  활용할 것으로 기 된다. 속 환체의 산화 안정

화 연구결과는 속 환체 최  안정화 방안 도출에 한 연구의 기본자료

로 활용될 것이며, 한 과제의 목표인 속 환체의 장 허용온도 여유도 

증가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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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pent Fuel Examination Technolo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sign the safeguards system of the 

Advanced Conditioning spent fuel Process(ACP) facility for the 

development of a prototype of the system, to establish the optimum 

storage concept on the basis of  the preliminary safety analysis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storage, and to find an improvement method for 

the storage stability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The development of the containment/surveillance technology for the 

ACP facility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for 

the nuclear R&D activities internationally through implementing IAEA 

safeguards, which is crucial to acquire the approval for the nuclear 

materials handling activities in the Spent fuel MAnagement Technology 

Research(SMATER). The non-destructive nuclear material assay and 

accounting system which is developed through the analysis and the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neutron accounting system is necessary to 

the material control and accountancy(MC&A) of the conditioning spent 

fuel whose the nuclear material distribution is inhomogeneous.

  The establishment of a storage system for the conditioned spent fuel 

whose  storage volume, radioactivity and heat load are reduced to about 

a quarter of the PWR spent fuel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ACP merits 

in the aspect of a interim-storage of the PWR spent fuel. The 

exponential experiment system development to experimentally estimate the 

neutron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contributes to the efficient storage 

design. And the study of the oxidation resistance of the uranium metal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allowable storage temperature which 

enhances the storag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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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performed from 2001 to 2003 

are as follows;

1. The Preparation of the DIQ for the ACP facilit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IAEA Safeguards 

   •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KMP(Key Masurement Point) and 

MBA(Mass Balance Area) in the ACP facility

   • Preparation of the preliminary design information for the ACP      

      facility and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surveillance system for     

      the diversion of the nuclear materials

   • Establishment of the safeguards implementation plan for the use of  

      the US-original spent fuels for the objective of its approval

   • The design of th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of the ACP  

      facility

2. ACP safeguards Neutron Counter(ASNC) is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calculations with the MCNP code and the performance tests are 

carried out.

3. Establishment of the optimum storage system for the conditioned spent 

fuel 

  • Establishment of the design criteria for the dry storage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the dry storage system to the 

conditioned spent fuel 

  • Conceptual assessment of the dry storage system for the conditioned 

spent fuel storage

  • Preliminary safety analysis of the dry storage system for the 

conditioned spent fuel storage

  • Total performance analysis of the dry storage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ptimum storag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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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exponential experiment system is installed in the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PIEF) and the system performance is tested. The 

neutron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for the PWR spent fuel is 

determined using the system and compared with the calcuated value with 

the MCNP code. 

5. The specimens of the binary uranium alloy ingots are fabricated to 

contain 1～5 wt% alloy impurities and the oxidation experiment is done 

on the specimens in an air environment at 200 ~ 300 oC. The specimens 

are examined by OM, SEM and EPMA for the microstructural 

morphology and component analyses.

IV. Result of Project

1.  The preparation of the DIQ for the ACP facilit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IAEA Safeguards 

  •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  KMP and MBA in the ACP    

          facility

   -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safeguards  

         with a reduction rate

   -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IAEA Safeguards data for the bulk    

      facilities

   - The establishment  of MBA and KMP by considering the physical,  

      chemical and radiation characteristics 

  • Preparation of the preliminary design information of the ACP        

     facility and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surveillance system for      

     the diversion of the nuclear materials

   - Investigation of the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to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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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information of the safeguards system  

      and the equipments for the ACP facilities

   - The submission of the preliminary design information and the       

      preparation of the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DIQ) for the    

      ACP facility

   -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related data from similar domestic  

     and foreign facilities and the domestic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surveillance system for   

     the diversion of the nuclear materials

 •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guar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approval for the use of the US-original spent fuels

   -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US DOE/DOS and the execution of    

      the KAERI-LANL joint research project for the study of the       

      safeguardability of the ACP facility

 • The design of th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for the ACP  

    facility

   - The analysis of the design criteria for the design procedure and     

      the requirements of th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of the  

      ACP facility

   - The case study for the design of th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for the spent fuel processing facilities

   - The design of th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for the ACP  

      facility

2. Development of a NDA system for the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The prototype ASNC is composed of 20 Cd plate-attached He-3 tubes 

embedded in a high density PE cylinder containing a cavity of 10 cm in 

radius and a lead shield in its inside respectively and having a carbon 

neutron reflector on the top and bottom of the cylinder. The average and 

standard error of the neutron detection efficiency at 20 cm height are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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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2 %, respectively, which satisfies the design requirements of 14 % 

efficiency and 2 % error. The ASNC peformance test includes the 

measurement of the counting efficiency with HV, the measurement of the 

counting efficiency and the error in the z-axial direction, and the HV test 

before/after the PDT threshold adjustment. The MCNP code calculation 

for the ASNC of the ACP Hot Cell is performed to correct the metal 

ingot size changing from 10 cm to 15 cm. From the MCNP code 

calculation, the counting efficiency and standard error in the z-axial 

direction are determined to be 21.7 % and 0.98 %. respectively. 

3. Establishment of the optimum storage system for the conditioned spent 

fuel 

   In order to evaluate the storage characteristics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a PWR spent fuel with a burn-up of 48,000 MWd/tU, an 

initial enrichment of 4.5 wt% and 10 years of cooling time was selected 

to be the design basis spent fuel. The radioactivity and heat power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are decreased to be about a quarter of the original 

spent fuel. As for the results of the safety analyses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existing various dry storage types to the conditioned spent fuel, 

the metal cask and MVDS have the advantages in their structural safety 

and cooling efficiency aspects, respectively, so the metal cask and MVDS 

were selected as the candidates of the optimum storage system. The 

storage concepts for the metal cask and MVDS system were established 

for the storage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That is, the metal storage 

cask contains 7 baskets in which 28 unit storage canisters are loaded, 

and the MVDS contains 72 containers in which 864 canisters are loaded. 

The safety assessments of the metal cask and MVDS system were 

performed for the loading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In the results of 

the criticality and shielding analyses, two storage types can be applied to 

the storage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The maximum temperatur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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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ditioned spent fuel were lower than the allowable values. In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assessment, it is shown that the metal cask and 

MVDS can be applied to the storage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To 

choose one of two candidates of the optimum storage type for the 

storage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an integrated comparison including 

the technical and economics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decision 

making too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It was concluded from the 

integration analysis that the vault type is more profitable than the metal 

cask, so that the vault type was selected for the optimum storage system 

for the conditioned spent fuel.

4. The exponential experiment system has been installed in the PIEF, 

which consists of the neutron detecting signal analyzer, the detector 

handling tube and the neutron source handling bar. The spacer grid 

positions of spent fuel assemblies are found on the basis of the 

measurement of the axial background neutron flux distribution. The 

results are consisted with the fuel design specifications within a 2.3 % 

error. Finally the neutron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for the PWR 

spent fuel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exponential decay constant 

which is estimated from the axial neutron flux distribution derived from 

the Cf-252 neutron source inserted into the C15 fuel assembly. The result 

was shown to be consistent with the calculated keff with the MCNP 

code.

5. The pure uranium metal which is about a 95 % portion of the 

conditioned uranium metal was confirmed to have 3 phases (alpha, beta, 

gamma) by the metallurgical analysis. The alpha phase shown in the 

normal temperature has an non-isotropic structure, so the uranium metal 

seems to be unstable and harmful effects for the storage stability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storage. Therefore,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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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 of the oxidation resistance of uranium metal was carried out 

using the alloy with the impurity metals. The uranium alloys with a 

composition of 2 wt% Hf, Ni show a lesser oxidation resistance than the 

unalloyed uranium, and the binary uranium alloys containing 2 wt% Zr, 

Ti, and Nb show a good resistance in an air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U-Nb binary alloy, its oxidation rates were determined to 

be less than that of the unalloyed uranium by 10 times.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nuclear material accounting plan and th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system for the ACP facility developed here is supposed to be 

applied to the acquisition of the Facility Attachments(FA) from the IAEA. 

And the evaluation of the safeguardability of the ACP is supposed to be 

applied to the report preparation for the Joint Determination between 

Korea and  U.S. for the approval of the use of the US-original spent 

fuels. The NDA system for the nuclear material of spent fuel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the accounting for the spent fuel when the IAEA 

authentication is done through the cold test on the basis of the LANL 

experts' consulting.

  The exponential experiment system seems to be applicabl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neutron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for the PWR　

spent fuel assemblies in the storage pool of the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The results for the uranium oxidation resistance 

study are applicable to the increment of the allowable storage temperature 

which is crucial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conditioned spent fuel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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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 구 개발과제의 개요

  국내외 련 법규, 시설의 각종 설계 정보를 조사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

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 실증시설의 설계정보서를 작성하여 IAEA

에 신고하 다. 한 ACP 시설의 핵물질 용감시체제 타당성 검토를 해 

IAEA 안 조치 정, 국내외 유사시설의 용감시 체제 련 자료 등을 분

석하여 시설의 KMP  MBA를 결정하고, 격납 타당성  시설간 핵물질 

이동감시체계를 설계하 다.

국내에서는 DUPIC 핵연료개발과 련하여 핵물질 안 조치의 많은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Hot Cell 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비 괴  계량을 하

여 미국의 LANL과 공동으로 Passive Neutron 측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계량시스템을 구축하여 IAEA의 공인을 받아 재 IMEF Hot Cell에 설치하

여 사용 에 있다. 그러나 DUPIC 공정의 핵물질 안 조치 기술은 Cm 

balance에 의해 SNM 함량을 계량하는 기술로서 Cm의 Homogeneity가  

공정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차세  리 종합공정의 경우는 보다 더 진보

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비 괴 계량방법

에 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핵물질 측정장치  계량 리 기술개발 연구의 목표는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비 괴  계량 리를 해 기존의 성자 계량 리 시스템을 분석하

고 개선/보완하여 핵물질 분포가 비균질한 속 환체의 비 괴  계량 리

를 원하는 오차범  내에서 수행 가능한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를 개발

하는 것이다. 

세라믹 형태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속 환할 경우 PWR 핵연료와 비교

하여 부피  발열량, 방사능을 약 1/4로 감소되는 특성을 갖는다. 속 환

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용후핵연료 장방식에 속 환체를 용할 

경우, 동일한 장부피에 최  4배의 장용량 증  효과를 갖지만 내부 핵

연료 량 증가에 따른 구조  건 성 평가, 속연료의 장 허용온도 유지

를 한 열안 성 평가, 연료  배열에 따른 핵임계 안 성 평가  방사선

차폐 안 성 평가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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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환체 최 장방식 선정 연구의 목표는 속 환체의 장을 해 기

존 사용후핵연료 장용기 혹은 시설의 열 달 효율을 배가시키고, 구조물의 

강도를 높여 장 하 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기존 장

방식의 개선/보완을 통해 속 환체의 장에 합한 장시스템을 설정하

는데 있다. 기존 사용후핵연료 장방식인 metal cask, concrete cask, 

MVDS  횡형모듈 에서 속 환체 장에 합한 후보 장방식을 선

정하고 기술성  비 안 성 분석을 통하여 방식별 특성 분석  용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보 장방식에 한 비 안 성의 결과를 토

로 최 의 장시스템의 선정을 해, 설계, 제작 혹은 건설, 운   보수 

등에 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  

속 환체의 장안 성 평가와 련해서 국내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과 련된 설계, 안 성평가  제작 등에 경험이 없으므로, 연구소 

혹은 산업체에서 장 기술의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국가 원자력 정책으로

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건설 완료가 요구되고 있으므

로, 당 과제에서 수행하는 속 환체의 최  장방식에 한 연구는 사용

후핵연료 장에 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 으로 기존의 

습식 방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용량은 재 건설 에 있는 일본

과 인도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확 될 망은 없으며, 한 사용후핵

연료의 직 처분의 실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세계 으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량은 증할 망이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장(100

년 이상)의 필요성이 차 증 되고 있으며, 장기 장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의 건 성, 장시설의 안 성  효율성 향상을 한 기술개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체 뿐만 아니라 환공정 과정에서 선택 

분리된 고 방열 핵종  decladding 등 발생 폐기물의 장 방식에 한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환경 친화 인 속 환체의 공정  장 방식 선정에 

기여하 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수행한 지수실험은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용

기나 장시설의 연소도 이득 용 핵임계도 분석에 필요한 기 자료 생산

이 그 목 이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한 핵임계도를 실험 으로 결정

하여 핵임계 계산코드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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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용 핵임계분석의 불확도를 감시킬 있어 수용용기나 장시설의 경

제 인 설계에 기여하게 된다. 

속 환체의 장기 장시 안정성 확보를 한 안정화 기술개발은 속 환

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속우라늄에 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속우라늄은 이산화 우라늄에 비해 화학작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분

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반응성이 강하고 매우 불안정하므로 장 제한 

온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속우라늄의 장기 장시 건 성에 

큰 향을 미치는 산화 메카니즘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

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속 환체의 장 경험은 세계 으로 무하

기 때문에 속 환체의 주요 성분인 속우라늄과 산화 안정화물질을 첨가

한 속우라늄합 에 한 물리 , 기계 , 열  특성을 악하고 장기 장

시 건 성을 향상시키기 한 안정화 방안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하여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하고 있는 속 환체에 해 각각의 핵

분열생성물이 열  구조 으로 안정성을 해치는 해요인을 분석하고, 한 

속 환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속우라늄과 합  가능한 물질에 

한 재료특성을 악하여 최 의 안정화 물질을 선정하고, 산화거동시험을 통

한 최  장허용온도  함량을 도출함으로서 기 공정에 비해 월등한 안

성 확보로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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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외 기술개발 황

  격납  감시 기술은 시설 의존성 기술은 아니지만 시설 안 조치성이 떨어

질 경우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용되고 있으며, 격납/감시를 한 장비로서, 

핵물질이나 장비 등의 이동여부를 감지하고 상기록을 생성하는 Film 

Cameras  상감시 시스템(CCTV) 등이 IAEA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CCTV의 단 을 보완한 Modular Integrated Video System(MIVS), Modular 

Video Authentication System(MVAS), Multi-Camera Optical Surveillance 

System (MOS, 독일), Generic Review Station(GRS) 등이 개발되어 감시 자료

의 처리  Film 교체, 상 Signal의 진  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한 핵

물질을 포함한 량의 품목의 이동을 감시하는 Authenticated Item Monitoring 

System(AIMS), Authenticated Secure Container System(ASCS), Valve 

monitors, Core Discharge Monitor(CDM), Radiation Passage Monitor 등이 있

으며, 격납.감시 장비의 기술개발  평가, 설계, 보완, 품질검사  시설에의 

용 등에 한 연구가 SNL, AECL, IAEA 등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IAEA 사찰 혹은 국가 사찰의 인력과 횟수 감축을 통한 경비 

감  시 사찰을 추진하기 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감시 기능과 인공

지능을 이용한 핵물질 용 진단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용 

감시 로그램은 무인 원격 감시 기능과 목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격

납.감시 시 가 도래할 것으로 상된다.

국내에서는 DUPIC 핵연료개발과 련하여 핵물질 안 조치 기술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고방사성 핫셀 내의 핵물질 측정장치는 DUPIC 시

설에서 핵물질 계량 리를 해 성자검출기를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

행하여 IAEA의 공인을 받았으나 당 과제와 같은 속 환체에 용하기

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비 괴 계량

방법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다. 

비 괴  측정법은 동시신호 성자를 동시계수기 (Shift Register)를 이용

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인데 이 방법은 공정물질 내의 자발 성

자 선원인 Cm을 He-3 성자 검출기로 측정한 후, 화학분석 혹은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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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 코드를 이용하여 미리 결정된 큐리움 분률, 즉, Cm ratio (U/Cm, 

Pu/Cm)를 이용하여 민감 핵물질의 함량을평가하는 기법으로서, 처리 공정 물

질 내에서 Cm Ratio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하는 제약 이 있

다. 따라서 Pyroprocessing 공정과 같이 분율이 부공정 마다 다를 것으로 

상되는 경우는 측정 오차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결국, "Clean Fuel"에 한 

핵물질 측정기술과 련해서는 미국의 LANL을 필두로 하여 많은 연구개발

이 수행되어 IAEA를 통해 이 기술들이 장에 활용되고 있으나, "Dirty 

Fuel"과 련된 안 조치 기술은 재 세계 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재

까지 공인된 기술이 없는 상태이며, 미국의 LANL, 일본의 JNC, 유럽의 JRC 

(Joint Research Centre) 등에서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장 안 성평가 기술과 유사한 수송용기 안 성 

평가기술 확립  개발을 완료하 다. PWR 핵연료집합체 1개  4개를 운반

할 수 있는 소형 수송용기를 개발 완료하여 재 사용 이며, 7개의 PWR 

핵연료집합체를 운반할 수 있는 형 수송용기에 한 기본설계를 수행하

고 형 수송․ 장 겸용용기에 한 개념설계를 수행한 바 있다. 한, 연구

용 원자로인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를 개발하여 사용 에 있다. 사용

후핵연료 장 련 연구는 장시스템에 한 개념 연구, 타당성 조사  재

료거동 평가 등 기  심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속 환체의 

장안 성 연구와 련해서는 장시스템의 개념설계  기본 모델에 한 

차폐, 임계, 열 달  구조분야의 비안 성 해석을 수행하 다.

세계 으로 경제 이고 효율 인 사용후핵연료 리를 해 건식 장방식

을 리 채택하고 있으며, 주로 횡형 콘크리트 모듈, 볼트 장방식, 콘크리

트 장용기, 속 장용기, 수송 장  처분 겸용용기 등 다양한 장방

식에 한 연구가 완료되어 재 실용화 단계에 있다. 미국은 1980년   

Idaho Falls에 있는 ANL EBR-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조사된 핵연료를 

ANL-W에 치한 Radioactive Scrap and Waste Facility(RSWF)의 

Below-Ground Silo로 수송하여 장하 으며, 한 Hanford 200 Area TRU 

Asphalt Storage Pad에 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수송‧ 장하기 해 설계한 

사용후핵연료 장용기 시스템에 재하여 Hanford에서 설계한 Long Term 

Retrievable Storage Utilizing System에 장하도 있다. 국은 MAG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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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를 장하기 해 MVDS라는 장시스템을 개발하여 장하고 있으

며, 랑스에서는 CASCAD라는 장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용 원자로인 

HTGR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고 있다. 마그네슘합  피복 을 

가진 사용후 속핵연료의 장과 련된 연구는 주로 국을 심으로 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Wylfa 발 소의 건식 cell로서 18,000 fuel element 

용량을 가진 이산화탄소 분 기 cell에서 150일 냉각후, 50,000 fuel element 

용량을 가진 공기 충  cell에서 장하고 있으며, 충분한 건식 장 실증경

험이 있다. 속 환체의 장기 장 리를 한 안정화 연구는 아직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속 환 실증경험이 없기 때문에 심층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ANL에서 EBR-II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과 련하여 속

핵연료를 고온용융염 처리공정을 거쳐 다시 속핵연료로 가공하여 원자로

에 재순환 시키는 공정과 련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는 장기 장안정

성에 련된 연구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본 연구이외에는 지수실험을 수행한 이 없다. 국외 으로는 일

본 JAERI에서 1991년부터 재까지 TCA 실험시설과 PWR  BWR 사용

후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지수실험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PWR 사용후

핵연료에 한 지수실험 결과는 MCNP 코드의 결과와의 오차가 3 % 정도

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수행한 동일한 방법을 용하

여 조사후시험시설에 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지수

실험을 수행하여 핵임계도를 실험 으로 결정하여 체 으로 잘 일치함으

로 보 다. 앞으로 보다 정 한 계산을 수행하면 이 오차를 일본의 결과 수

으로 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세라믹형 사용후핵연료를 고온 용융염 하에서 속 환한 속 환체의 재

료  산화 특성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며, 재 산화우라늄에

서 속으로 환하는 공정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최근 사용후핵연료 

속 환 공정에 한 한/러 공동 연구  속 환체 재료의 특성  산화 

특성 평가가 일부 이루어 졌으며, 미국 LANL  ANL에서는 속우라늄의 

기계  성질  산화 항성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로서, 속우라늄에 일

부 합 원소들을 첨가한 후 속우라늄 합 의 재료  특징  산화 안정화 

향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한 LMFBR (EBR-II) 속 연료재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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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속에 Mo, Ru, Tc, Rh, Pd, Zr, Nb등의 핵분열 생성물이 함유된 

U-Fs  U-Fz 합 의 특성에 한 연구  GCR용 연료인 Mg-Al-Be 

(Magnox), Mg-Zr 원소를 첨가한 합 의 특성 분석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9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 장기계획

의 1단계 연구로 수행되었던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공정개발과제의 연구

내용  안 해석 시험분야의 일부분으로 우라늄 잉고트와 합 의 산화속도

에 한 분야의 연구가 있었으나, 여기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속 환하여 발

생된 속 환체에 한 장 안 성을 해서 고려하여야 하는 몇가지 

요한 인자들 에서, 특히 주  분 기에 의한 산화 안정성 확보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된 속 환체에 한 산화거동 연

구는 1단계에서 기본 인 재료특성 연구를 진행하 고, 2단계에서는 산화안

정화 후보물질 원소로서 Nb, Ti, Ni, Zr, Hf을 선택하여, 속우라늄 합 의 

공기 에서의 산화거동 실험  재료 특성 분석을 수행하 으며, 속우라

늄에 Nb을 첨가할 경우 재료 특성  산화 항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명되었다.



제 3 장  연 구 개발의 내용  결과



제1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설계정보서 작성    

          IAEA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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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의 내용  결과

제1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설계정보서 작성  IAEA 신고

1. 시설의 MBA  KMP 개념정립

가. 물질수지구역(MBA)의  설정 기

IAEA의 안 조치에서는 [시설], [국내체제], [IAEA]의 각 단계에서 핵물질의 계

량 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설] 단계의 계량 리활동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핵물질의 취 을 물질수지구역(Material Balance Areas ; MBAs)으로 구분하

는 일.

- 각 MBA에 보 .유지될 핵물질량을 기록하고 보 하는 일.

- 어느 MBA로부터 다른 MBA로의 핵물질의 이 (국제간 는 국내간) 는 핵

 생성이나 핵  손실에 따르는 핵물질의 존재량 변화를 부 측정하고, 기록

하는 일.

- 재고 확인을 해 각 MBA에 존재하는 핵물질의 양을 정기 으로 측정, 기록하

는 일. 

- 특정 MBA 기간에서 물질수지를 닫고, 한 해당 기간에 한 불명물질량

(Material Unaccounted For ; MUF)을 계산하는 일.

- 측정  교정의 정확성, 아울러 source 데이터  batch 데이터의 기록의 정확

성을 결정하기 한 측정 리 계획을 규정하는 일. 

- 탐지되지 않는 손실의 지표인 오차 한계에 해 MUF를 계산하고 검정하는 일.

- 기록의 오차, 측정되지 않은 손실, 사고 손실  측정되지 않은 재고의 원인과 

크기를 결정하기 한 계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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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계량 리 련작업을 실시하기 해서 각 물질수지구역(MBA)의 설

정과 MBA 내에서 핵물질의 주요 측정지 (Key Measurement Point; KMP)을 설

정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물질수지구역" 이란 IAEA의 안 조치 목 상 물질수지

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시설의 내부 는 외부의 각 물질수지구역에로 는 그 외 지역

으로의 이 에 있어서 핵물질의 양이 확정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규

정된 차에 따라 각 물질수지구역에 있어서의 핵물질의 물자재고가 확정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세 리공정에서의 IAEA 계량목 을 한 물질수지구

역 설정 방안을 분석하 으며, 다음과 같은 한․IAEA 면안 조치 정

(INFCIRC/153) 기 을 용하 다.

①물질수지구역의 규모는 물질수지를 확정할 수 있는 정확성과 련된다.

②물질수지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동과정 측정의 안 성을 기하며 안 조치의 

용이 간소화되도록 한다. 한, 주요 측정지 에서의 측정업무량의 집 을 

해 격납  감시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하나의 시설 는 특정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수 개의 물질수지구역은, IAEA

가 검증 필요성과 일치하면 계량목 을 하여 하나의 물질수지구역으로 통합

될 수 있다.

④상업상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처리단계에 해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 물질수지구역이 결정될 수 있다. 

나. 물질흐름 분석  MBA 설정

술한 바와 같이 MBA의 설정을 해서는 차세 리공정의 흐름에 한 상세

한 분석과 공정 흐름에 따른 각 시설간의 경로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차세 리 공정 개념설계 자료에서의 물질흐름을 기 으로 공정상의 안 조치상 

특성을 분석하 다.

Fig.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의 공정설계에 의하면 차세 리공

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진행된다. 물질흐름은 조사후시험시설(PIE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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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인 PWR 사용후핵연료에서 시작되며, 핵연료 장조에서 인출된 핵연료 은 연

소도 측정을 한 gamma scanning  rod cutting 작업을 거쳐 rodcut 단 로 포장

되어 조사재시험시설(IMEF)로 이송된다. IMEF로 이송된 rodcut은 차세 리공정

을 해 독립 으로 구축된 핫셀로 이동되며, 이 핫셀은 기능상 Air Cell 과 Argon 

Cell로 구분되어 있다. 핫셀에서의 속 환공정이 완료된 속 환체는 임시 장되

며, 장기 으로는 고  폐기물 드럼의 형태로 외부 방출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차세 리공정에서의 물질흐름에 따른 MBA 설정에서, 최근의 논의

에 의해 DUPIC 공정에서의 scrap을 달받아 사용하는 흐름이 상될 수 있다고 

단되며, 이에 따른 MBA 설정을 추가 으로 구성하 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DUPIC 핵연료의 scrap을 달받아 속 환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Air 

Cell에서의 공정이 DUPIC Cell에서 진행되므로 Argon Cell만 차세 리공정의 

MBA로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Argon Cell의 공간이 소하여 

NDA 측정장비 등의 많은 장치들이 Air Cell에 치하여야 하므로 Air Cell  

Argon Cell을 하나의 MBA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되었다.  

  

❍ MBA-1
MBA-1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장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핵물질 리는 

연료집합체 단 에서 집합체 번호  개수 확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사용후핵연

료 장조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 은 PIEF 9403 장조에 보 되며, 이 때 핵물

질의 보 량은 원자로 측에서의 측정  계산에 따른 반출측 데이터를 용하여 

리한다.

❍ MBA-2
MBA-2는 사용후핵연료 의 IMEF 이송을 한 물리  처리 구역이

다. 이 구역에서는 핵연료 의 연소도 측정  연료  단 작업이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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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리는 rodcut 단 에서 개수 확인  량 측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한, 이 구역은 연료  단에 따른 saw dust의 발생이 상될 수 있는 구역이다.

❍ MBA-3
MBA-3는 속 환공정의 주공정(연료 pin의 건식 열처리에 따른 탈피복, 용융염

에서의 해 정제, 음극분출물의 처리, 속 환체 제조 등)구역이다. MBA-3에서

의 핵물질의 보 량은 달된 rodcut의 량 측정, 갯수 확인  NDA 측정에 따라 

확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정 slag에서의 화학  조성 분석치와 량 측정치로

부터 도출할 수 있다. 이 구역도 각 공정별 작업  폐기물처리에서부터 나온 재고차

의 발생이 상되는 물질수지구역이다.

❍ MBA-4
MBA-4는 casting이 완료된 속 환체의 임시 장구역이다. MBA-1과 같이 

이 구역에서의 핵물질의 리는 속 환체 단 에서의 량  개수 확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MBA-4에 임시 장되는 U 속 환체는 필요에 따라 간 장을 해 

MBA-1으로 이송될 수 있다. 

❍ MBA-5
MBA-5는 DUPIC 공정에서 발생되는 scrap 물질을 이용하는 경우에 상되는 

물질수지구역이다. 이 구역은 재 IAEA에 의해 설정되어 가동 이며, 이 경우에 

MBA-3로 달되는 scrap에 한 핵물질의 리는, DUPIC 측에서의 측정  계산

에 따른 반출측 데이터를 용하여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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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Establishment of basic MBA of the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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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low  Inventory KMP 설정

“주요측정지 (KMP)” 는 물질유통 는 재고목록을 결정하기 해, 측정될 수 

있는 형태로 핵물질이 리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요 측정지 은 물질수지

구역에서의 입구, 출구(측정 상 폐기물의 출구를 포함한다)  장 장소를 포함하

며, 흐름의 주요측정지 (Flow Key Measurement Point)과 재고의 주요측정지  

(Inventory Key Measurement Point)으로 구성된다.

FKMP (Flow KMP) 는 통상의 시설 운 시에 측정을 해, 물질수지구역

(MBA)내에 정의되어 있는 주요 측정 을 말한다. 한, IKMP (Inventory KMP)

는 실재고 조사를 해 물질수지 구역내에 정의되어 있는 주요 측정 을 말한다.

IAEA 권고에 의한 KMP 설정의 주요 착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고 변동 형태  물리  재고 확인 가능성

② 핵물질의 물리  화학  형태          

③ 핵물질 장 용기  포장 상태

④ 시료 채취 차  기구

⑤ 측정 방법  장비

⑥ 시스템 오차  우연 오차의 원인  정도

⑦ 사용되는 장비의 교정 주기  기술

⑧ source data에 batch data로의 환 방법

⑨ batch 구별 도구          

⑩ 연간 상되는 batch 흐름

⑪ 상되는 재고 batch의 수

⑫ 물질흐름  재고 batch 당 상되는 item 수

⑬ batch 당 핵물질의 형태, 조성(U  Pu 의 경우 동 원소 조성)    수량

⑭ 격납감시 기술의 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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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MBA 설정  KMP 설정기 에 따라 각 공정별 물리

화학  방사선 특성을 분석하 으며, 차세 리공정의 계량 리목 에 합한 KMP

를 설정하 다.

재까지의 차세 리공정에서 도출된 속 환 공정의 물질흐름은 Fig.  3.1.2

와 같으며 각 단계별 핵물질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① 사용후핵연료 rodcut이 PIEF로부터 RD-15 Padirac Cask를 이용해 차폐된 

상태로 IMEF핫셀로 반입된다. 핫셀로 반입되는 rodcut은 약 25cm 정도의 크기를 가

지며 사용후핵연료와 동일한 방사선 특성을 나타낸다.

② 핫셀로 반입된 rodcut은 slitting  decladding 작업을 거치면 pellet 형태 

는 granule 형태로 남게된다. 이 단계에서 핵연료 hull 이 발생되며 declared waste

로 처리될 수 있다. UO2 granule 의 방사선 특성은 변화가 없다.       

③ granule 상태의 UO2는 Voloxidation 단계를 거쳐 U3O8 분말로 가공되며 다

음 단계를 해 SS 장용기에 장된다. 이 단계에서는 Kr, Xe, I 등과 같은 일부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이 제거되며 공정 온도는 500 ℃ 정도로 상된다.

④ U3O8은 속 환공정을 거치면서 우라늄 granule 형태로 회수되며 환공정

은 Argon 분 기에서 진행된다. 평균온도 650 ℃의 환공정시에 휘발성 핵종(Cs, 

Ru, Mo)의 일부가 방출되며 속 환체에는 U, TRU(Pu, Np, Am, Cm)  noble 

metal 이 포함된다.

⑤ 속 환을 해 사용된 Li 용융염은 Li 속 회수단계를 거쳐 속 환공정으

로 재순환 된다. Li 용융염에는 알카리/알카리토 속계열의 염화물이 포함되며, 희토

류 계열의 Li 화합물은 RE filtering 단계를 거쳐 RE 원소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LiCl

은 재사용되거나 폐기물처리 된다.

⑥ 그래뉼 형태의 U 속은 Ingot로 제조된 후 고 폐기물 장형태로 casting 

되며, 이 단계에서 발생되는 scrap은 ingot 단계로 재순환될 수 있다. 이 단계의 평균 

온도는 1300 ℃ 정도로 상된다. 재 이 casting 공정은 차세 리공정의 실증 시

설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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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Flow of Nuclear Material of the ACPF.

이상과 같은 속 환공정의 물질흐름 특성 분석에 따라 설정된 차세 리공정

에서의 FKMP  IKMP는 Fig. 3.1.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각 KMP별 핵물질 안

조치 특징은 다음과 같다. 

Flow KMP는  KMP-1 ～ KMP-3로서, KMP-1은 사용후핵연료 단  반입,  

KMP-2는 우라늄 속 주괴 반출시 용되며, KMP-3 는 용융염   필터 폐기물 

반출 는 화학분석시료 반출시 용된다. FKMP의 치는 차세 리공정용 핫셀의 

rear door가 될 것이며 성자측정에 의한 NDA 기법과 수량 확인  량 측정법으

로 계량 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한, rear door의 격납감시를 해 1 의 

성자 모니터와 2  정도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 17 -

한편, Inventory KMP는 KMP-A ～ H로 세분화하여 설정하 으며 각 KMP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KMP-A는 핫셀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 rodcut을 탈피복 과정을 거친 후의 

cladding hull 보  장소가 된다. 이 핵물질 계량을 해서 Cm 비율방법을 이용한 

NDA 방법이 용된다. 

② KMP-B는 slitting한 후의 UO2 분말로서 이 KMP에서는 장용기를 batch

에 따라 구분하여 연소도에 따른 측정오차를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장

용기내의 총 량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NDA 방법으로 핵물질 함량을 측정한 

후 각 batch의 총 재고를 도출하며, 필요한 경우 DA 방법을 사용한다. 이 KMP는 

DUPIC 공정의 scrap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된다. 

③ KMP-C는 UO2분말을 voloxidation 단계를 거치고 mixing 후 생성된 U3O8 

분말이다. 장용기내의 granule 총 량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NDA 방법으

로 핵물질 함량을 측정한 후 각 batch의 총 재고를 도출하며, 필요한 경우 DA 방법을 

사용한다. 

④  KMP-D는 산화용기 혹은 mixing 용기에 묻거나 작업  주 에 흘린 U3O8 

폐기물이다. 역시 NDA 방법으로 핵물질 함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오차

는 다소 클 수 있다.  

 KMP-E는 속 환공정후의 salt waste로서 속 환율에 따라 핵물질함량

이 다를 수 있으나 재 U, TRU의 속 환율이 99.9 %에 근 할 것으로 상되므

로 Li 용융염에 잔류하는 SNM의 함량은 NDA 기법에 의한 계량 리 오차 범  내에 

있을 것으로 상된다. 측정하지 않아도 체 MUF에는 큰 향을 주기는 않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상용시설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을 하나의 KMP로 설정되었다. 이 

폐기물은 용융염을 여러 번 사용하는 개념을 용하고 있기 때문에 NDA를 사용할 경

우 감마 방사선 함량이 매우 커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고체상태의 용융

염 폐기물을 sampling하는 방법도 고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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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KMP-F은 속 환직후의 속 우더이다. sampling후 NDA 방법을 이용

하여 핵물질 측정이 가능하다. 한 KMP-G는 smelting후 속 환 속으로서 

량측정과 NDA 측정  수량 확인에 의해 재고 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측정

오차의 최소화를 해 연소도  성자증배(neutron multiplicity) 효과의 보정이 필

요할 것으로 상된다.

 KMP-H는 magnesia 필터에 묻어있는 waste로서 역시 NDA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나 측정오차는 매우 클 것으로 상된다. 

  

Fig. 3.1.3. Inventory  KMP and Flow KMP of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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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설계정보서 작성 

원자력법 시행령 제 324조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 보고에 한 규정(과학

기술부 고시 제 96-30호)에 의거하여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 사용

시설에 한 설계정보  설계정보서를 Table 3.1.1과 같이 설계정보서의 종

류  보고 기한에 따라 과학기술처 장 에 보고하여야 한다[3.1.1]. 동 규정

에 의거하여, 본 과제의 2단계 연구(2001-2003)에서는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에 한 설계정보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하 다. 

2002년도에는 설계정보 작성을 한 사 비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련 

법규  약정과 IAEA 안 조치 정 등을 조사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결

과,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은 신규 핵물질 취 시설에 해당되며,  시설의 

운 을 해서는 IAEA 안 조치 이행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미국원산 

핵물질의 형태변경  조성변경과 련한 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1.1. The Class of 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보고 종류 보고 기한 보고 내용

기설계정보
건설 계획/허가 후 

1 개월 이내

기사업계획, 비설계, 건설 

 운 개시일 등

상세설계정보

기 설계정보보다 상

세한 건설계획 확정 후 

1개월 이내

기설계정보 보다 상세한 단계

별 설계정보

기 설계정보서 건설시작 7개월 이내
건설계획에 근거한 개  설계

정보서로서 기구가 정한 서식

최종 설계정보서
최  특정 핵물질 반입 

7개월 이 까지

건설된 설계내용에 따른 상세한 

설계정보서로서 기구가 정한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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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설내 계량 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물질수지구역간, 주요측정지 별, 단  공정별 물질 수지방법 등 계량

리 시스템에 한 개념을 정립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3년 11월에 차

세 리 종합공정 시설의 기설계정보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를 경유, 

IAEA에 제출하 다. 2003년 12월, IAEA측은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의 

기 설계정보를 수하고, 안 조치 련 특성에 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왔으며, 이에 아측에서는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의 핵물질 흐

름, 설계도면, 안 조치 이행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설계정보를 제출

하 다.

향후 일정은 Fig. 3.1.4와 같이 시설에 한 건설 인허가를 획득한 후, 순차

으로 상세설계 정보  설계정보서(Design Information Questionnaire, 

DIQ)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 IAEA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 FA)을 

취득한 직후 미국 원산 사용후핵연료의 사용을 한 미국의 사  동의를 요

청할 계획이다. 

Fig. 3.1.4. Construction Schedule and Safeguards Implementation of the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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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핵연료 사용의 사 동의를 한 안 조치 이행계획 수립

가. 미국 DOS와의 국제 력

차세 리 종합공정 시설에서 사용할 사용후핵연료에 한 미국의 사 동의

를 얻기 한 안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하여 2002년 1월 29일 체결된 

향후 5년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될 미국산 사용후핵연료의 사용에 

한 한.미간 공동결의안(Joint Determination) 자료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실증실험을 하기 해서는 DUPIC 연구와 

같은 차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되어, 우선 미국 국무부(DOS)와

의 력을 통해 연구계획에 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 에 지부(DOE)와

의 연구 력을 통해 안 조치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이 시 한 것으로 단되

었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한 DOS의 Dr.Burkart 

일행에게 속 환공정 연구 황  계획을 설명하고 핵물질 안 조치 기술

개발에 한 미국측의 극 인 조를 요청하 다.

2002년 4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제 23차 한미간 원자력 공동상설 원회

(JSCNEC) 회의에 참석한 미국측 표단에게 본 연구의 공정개발에 한 연

구개발 황  미 력계획을 설명하고 련시설도 시찰하도록 하여 미국

측 표로부터 본 연구와 련하여 정 인 발언을 얻을 수 있었다. 한, 

2002년 4월 30일 DOS는 Dr. Burkart의 서신을 통해 미국 DOE에 속 환공

정의 안 조치 분야에 한 한국원자력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승인하 다.   

나. 미국 DOE와의 국제 력 

사용후핵연료 속 환공정은 건식공정으로서 핵분열성물질과 핵분열생성물

을 포함하고 있어 핵물질 측정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속 환공정의 핵확산 

안 조치성을 분석하고, 개발될 계량 리 장비가 IAEA 인증을 받아 IAEA 

핵물질 안 조치 기 을 만족하는지에 한 검증 등을 받아야 하므로, 본 연

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으로 신뢰성이 있는 기 의 도움을 받아 연구

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국 DOE와의 공동연구 계획을 설정하 다.

2002년 4월 미국 국립연구소  안 조치 기술개발에 주도 인 연구소로 알

려져 있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LANL)와의 공동연구를 한 제안서를 

송부하여 DOE와의 국제 력을 시작하 다. 2002년 7월 1일에는 미국 로스알

라모스 국립연구소(LANL)를 방문하여 공동연구 계획을 확정하 으며, LANL

은 DOE로부터 동 계획을 WFO/FIA (Work For Others/Fu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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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로 승인 받아 7월 18일 당사자 간에 공동연구 계획서에 서명하고 

8월 1일부터 2003년 11월까지 16개월 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이와는 별도로 장기 인 공동연구 기반 확보를 해 한국 과기부와 미국 

DOE간에 2002년 8월 15일에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 6차 한.

미 안 조치 상설조정그룹회의 (PCG; Permanent Coordinating Group)에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guards 

System for ACP (ACP 안 조치 기술개발)”이란 공동연구 의제를 상정하여 

양국간에 동 력에 해 향후 3년간의 공동연구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Action Sheet(#11)에 합의하 다(부록 참조).

4. 시설 격납  감시시스템 설계

가. 핵물질 격납  이동 감시 체계 설계 요건 분석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은 LiCl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Li 속

으로 환원하는 속 환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으로서, 이 속 환과정

에서는 알카리, 알카리 토 속  일부 RE 원소를 제외한 모든 핵분열생성

물과 우라늄, 루토늄 등이 속으로 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고온 LiCl 용융염 공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특

성을 고려하여 차세  핵연료 리공정의 핵물질 격납/감시 체계 설계에 한 

기존의 설계 기 자료를 수집․분석하 다. 

IAEA 격납/감시 체계의 설계개념 분석을 해, IAEA에서 발간된 안 조치 

용어집  일본 핵물질 리센터에서 발간한 안 조치 용어의 개념 해설집 

내용을 심으로 핵물질 격납/감시의 개념을 정리하 으며, 안 조치 목표의 

달성과 격납/감시 체계 설정의 연 성 개념을 정립하 다. 사용후핵연료 처

리 시설에 한 격납/감시 설계 차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요건에 한 

설계 기   요 사안들을 분석․정리하 다.

- 격납 경계의 설정

- 격납 경계 경로의 확인

- 시설 는 격납 경계 설계에 의한 용 경로의 최소화

- 특정 경로를 통한 핵물질 용 가능성의 분석

- 가능한 용 경로의 일부인 경로에 한 한 감시 장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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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장비의 성능 인자 설정

- 시스템 성능의 정량화

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한 격납/감시 체계 설계 사례 분석

본 연구의 목표인 속 환공정 실증시설에 한 핵물질 격납/감시 체계 설

계를 해 기존 유사 시설에 한 설계 자료를 수집․분석하 다. Spent 

Fuel Conditioning 시설에 한 IAEA 안 조치 체계 자료 분석을 통해, 

IAEA의 안 조치 체계, 사용후핵연료에 한 안 조치 개념을 정립하 다. 

한, IAEA에서 정의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처리(Conditioning)의 개념

을 분석하고, 련된 안 조치 착안 사항과 NDA 시스템  격납/감시 시스

템에 한 안 조치 체계 요구조건을 정리하 다.

규모 재처리/변환 시설의 기  시설로서 Barnwell 핵연료 시설과 

Savannah River Laboratory에서 개발된 개념  변환 시설 설계 자료를 이용

하여 SNL에서 진행한 핵물질 격납/감시 체계를 분석하 다. 한, DOE의 

최종처분을 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에 한 격납/감시 략 자료를 입

수․분석함. 격납/감시 략에 한 안 조치 요건  최종 처분을 한 격

납/감시기술  측정 기법에 해 분석하 다.

다. 차세 리공정 실증 시설에 한 격납/감시 체계 개념 설계   

술한 바와 같은 이론 ․기술  분석 자료를 토 로, 재까지의 차세

리공정 연구에서 도출된 실증 시설의 개념 설계 자료에 따라 차세 리공

정 실증시설에 한 핵물질 이동감시 방안을 개념 설계하 다. 

            

(1) ACP 실증 시설의 특징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은 LiCl 용융염 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Li 

속으로 환원하는 속 환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으로서, 이 속 환과

정에서는 알칼리, 알칼리 토 속  일부 RE 원소를 제외한 모든 핵분열

생성물과 우라늄, 루토늄 등이 속으로 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고온 LiCl 용융염 계에서의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특성과 일부 핵

분열생성물의 선택  분리성은, 고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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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방사능  발열량을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부가 인 

장 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에서 고온 LiCl 용융염 계에서 산화

물 핵연료를 속  환하여 장․ 리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장시

설의 장성 향상은 물론 장 안 성 요건의 완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핵물질 안 조치에 을  둔  차세 리공정의 개 인 개념을 

Fig.  3.1.5 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P 공정은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여 공정 처리가 용이한 크기로 

단하는 해체  단  (Disassembling &  Cutting) 공정을 거쳐, 

UO2 pellet을  피복 으로부터 분리하는 탈피복 과정과 UO2 pellet을 

고온의 air 분 기에서 산화우라늄(U3O8) 분말로 환하는 분말화

(Vol-Oxidation) 공정을 거치게 된다. 산화우라늄(U3O8) 분말로 환

된 사용후핵연료는 차세 리공정의 핵심 공정인 속 환

(Metallization)공정 단계에서 고온의 용융염(LiCl) 매질에서 Li 속

에 의해 환원되어 우라늄 속으로 환된다. 속으로 환된 사용

후핵연료는 용융염과 분리되어, 속 환체는 다음 공정인 주조

(Smelting &  Casting)공정을 통해 속  ingot로  주조된다. 속 환

공정 처리 후  속 환체와 분리된 용융염은 Li 회수공정을 통해 

기  화학  방법으로 회수된다. Li이  회수된 폐용융염은 고 폐기물

로 장하기 용이한 일정 크기의 bead 형태로 제조되며 상당량의 핵

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s)들을 포함하고 있다. 

차세 리공정 실증을 한  차폐시설의 확보를 해서는 많은 재원

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제로 조사재

시험시설의 지하에 설치된 비  hot cell을  선정하고, 차세 리공정

의 특성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실증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정하

다. Fig.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재시험 시설의 건물 구조물은 

내진 1등 으로 설계되었으며, 비  hot cell을  포함하는 건물의 기

는 1.2 m  두께의 mat foundation으로 설계되어 시공되었다. 비 

hot cell로의 출입은 건물 남측에 설치된 양쪽 계단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장비의 반출․입은 1층  service area의  바닥 앙에 설치

된 hatch[3 m(L) ×  2  m(W)]와  건물 남측 출입구 방향의 work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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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설치된 hatch[2 m(L) × 2 m(W)]를 통하여 가능하다. IMEF건물의 1

층에는 조사재시험시설의 량 콘크리트 hot cell 7기와 납 hot cell 2기가 설

치되어 있으며, 비 hot cell은 1층 M5 hot cell 바로 아래 지하에 치하고 

있다.

재, 비 hot cell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hot cell로 설치되어 

있다. 비 hot cell의 내부 크기는 길이 11 m, 폭 2 m, 높이 4.55 m 이며, 

면 벽은 폭 5 m, 높이 1.9 m 크기의 개구부 2개가 있고, 뒷면 벽에는 출입

도어(Rear Door) 설치를 해 폭 1.4 m, 높이 1.9 m 크기의 개구부가 1개 

있다. 한, 비 hot cell 면의 운  구역은 길이 20.3 m, 폭 6.7 m, 높이 

4.55 m 크기의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비 hot cell은 최  설계 당시 M5 hot cell과 동일한 Fe-55 35Ci (1.2  

MeV)를 기  방사선원으로 하여 β-γ type으로 설계되었으며, 차폐체는 1층 

바닥인 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 콘크리트( 도:2.5 g/cm
3
)로 설계․시공되었

다. 차폐체 두께는 면과 후면, 그리고 우측 벽면은 80 cm, 좌측 벽면은 70  

cm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천장인 1층 바닥은 80 cm 두께의 콘크리트(

도:3.5 g/cm
3)로 설계․시공되어 있다. 한, hot cell이 설치된 지하층의 area 

classification은, hot cell내부는 9000 zone, 뒷면인 유지보수 구역은 8000 

zone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면 운  구역과 좌측의 유지보수 구역의 출입

을 한 air lock 구역은 7000 zone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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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Flow Diagram of Proposed ACP Concept. 

Fig.3.1.6. Basement Floor Plan in IMEF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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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 경계 설정

술한 바와 같이, 핵물질 이동 감시 체계의 설계를 해서는 우선 으로 시

설에 한 격납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차세 리공정에서는, 앞에서 제시

된 ACP공정의 기  공정  장치 특성을 고려하여 불활성 분 기 하에서 

운 을 요하는 공정 장치와 일반 air 분 기 하에서 운 이 가능한 공정장치

로 설계 개념을 설정하 으며, Fig. 3.1.7에 도시된 바와 같다[3.1.2].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P 시설의 정상 인 운  상태에서는 모든 핵물질 는 

장비들이 read door를 통하여 air hot cell로 반출  반입되게 되며, inert 

hot cell로의 이동은 air hot cell과 inert hot cell사이에 설치되는 inter door

를 통하여 inert 분 기 조  하에서 이동하게 된다. 한, 핵물질이나 폐기

물의 물질 이동 경로가 서로 첩되지 않도록, 가능한 일방 통행을 유지하여 

상호 간섭이 최 한 배제되도록 하고 있으며, 물질 재고 흐름도 고려하여 기

기 배치 개념을 설정하 다. 

재의 공정설계에 의하면 차세 리공정은 크게 6 단계로 이루어져 진행

되며, Fig. 3.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핵물질 흐름은 조사후시험시설 (PIEF)

에 보 인 PWR 사용후핵연료에서 시작되며, 핵연료 장조에서 인출된 핵

연료 은 연소도 측정을 한 gamma scanning  rod cutting 작업을 거쳐 

rodcut 단 로 포장되어 조사재시험시설(IMEF)로 이송된다. IMEF로 이송된 

rodcut은 지하의 ACPF 핫셀로 이동되며, 이 핫셀은 기능상 Air Cell 과 

Argon Cell로 구분되어 있다. 핫셀에서의 속 환공정이 완료된 속 환체

는 임시 장되며, 장기 으로는 고 폐기물 장용기의 형태로 외부 방출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차세  리공정에서의 물질흐름에 따른 MBA 설정에서, 

DUPIC 공정에서의 scrap을 달받아 사용하는 흐름이 추가 으로 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MBA가 추가 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DUPIC 핵연료의 scrap을 달받아 속 환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Air Cell에서의 공정이 DUPIC Cell에서 진행되므로 Argon 

Cell만 차세 리공정의 MBA로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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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ACP 실증 시설에서의 구조  특징과 물질수지구

역 설정을 고려하여 두 개의 격납 경계가 설정되었으며 Fig. 3.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격납 경계는 3개의 공정 cell  

속 환체 간 장실 등과 같은 생물학  차폐 방벽으로 구성된다. 실증 시

설의 1차 격납 역에는 3개의 독립 구역이 설정되며, 사용후핵연료 장 구

역,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분리 구역, ACP 공정 구역, DUPIC 공정 구

역 등이 포함된다. 한, IMEF 시설 건물의 외부 벽, 지붕  바닥은 2차 격

납 경계를 제공하며 이러한 경계들에서의 모든 경로가 설정되었다.

재, PIEF에는 KO-L 물질수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DFDF 시설에도 

KO-Y 물질수지구역이 설정되어 IAEA 안 조치 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에 한 격납 경계 설정은 의미가 없다고 단되었으며, ACP 시

설에 한 격납 경계 설계에는 기존의 PIEF와 DFDF  화학분석을 한 

물질 흐름을 제외하 다.

Fig. 3.1.7.  Floor Plan for the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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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Block Diagram of Advanced Fuel Conditioning Process. 

Fig. 3.1.9. Containment Boundary  for the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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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 경로 설정

술한 바와 같이, 핵물질의 비정상 인 용이 탐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기 해서는 물리 인 방벽으로 구성된 격납과 이 방벽에서의 경로에 

한 감시를 통해 핵물질의 이동을 감시하는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게 된다. 따

라서, 잠재 인 격납 경계가 설정되면, 감시가 필요한 모든 경로에 한 분

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용 경로는 핵물질의 이용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로

들의 집합으로 표 되며, 가장 내부에 치한 격납 경계로부터 최종 외부 격

납 경계까지의 경로들 에서 핵물질의 용을 해 사용 가능한 것들을 포

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  리공정 실증 시설의 감시를 한 격납 경

계에서의 경로 분석을 통해 핵물질 용 경로를 설정하 으며 Fig. 3.1.9 에 

제시된 바와 같다.

Fig. 3.1.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P 실증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속 환

체 공정의 실증을 한 실험실 규모의 시설이며 1차 격납 경계가 단일 hot 

cell의 내부로 한정된다. 따라서, 1차 격납 구역을 출입하는 경로는 hot cell

의 padirac door, 공정 장비의 유지․보수를 한 maintenance hatch, 소형 

도구  부품의 반입을 한 toboggan access  휘발성 FP(Fission 

Product)의 처리를 한 ventilation line으로 추정된다. 규모의 사용후핵연

료 처리 시설에서는 장비의 운 을 한 instrument line 는 utility feed 

line이 용 경로로 추정될 수 있으나 ACP 시설과 같은 실험실 규모에서는 

장비가 간단하고 line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상되므로 용 경로에서 제외하

다. 

2차 격납 구역을 출입하는 경로는 1층 바닥과 연결된 후면 공간 앙의 roof 

door와 작업자의 출입 통로인 personal access  1층에 치하고 있는 cask 

운반용 차량 출입구인 loading bay를 추정할 수 있다. 

1차 격납 구역과 련된 용 경로에서, 통상 인 핵물질의 이동은 항상 

rear door(C)에 장착되는 padirac cask에 입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cask는 

크 인을 이용하여 roof door(F) 치로 이동하게 되고 1층 크 인을 이용하

여 roof door를 통해 loading bay(H)로 이송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maintenance hatch(D)는 inert cell(A)과 연결된 출입 경로로서 재의 실증 

시설 개념 설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hot cell이 실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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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실험에 들어가게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를 해서는 

isolation room이 필요하게 되며 이 구역은 maintenance hatch 와 연결된 격

리 공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상된다. 한, 소형 장비 는 부품의 투입을 

한 toboggan access(E)는 재의 시설 개념 설계에는 치가 명확히 나타

나 있지 않은 상태이며, 작업자들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해서는 필수 으

로 inert cell의 면 상부에 설치될 것으로 상된다.

  
Fig. 3.1.10. Containment Boundary Penetrations of the ACPF. 

(4) Network formulation

핵물질 용 흐름 network는 용 경로를 구성하는 모든 가능한 경로의 조

합을 도식화하는데 편리한 기법이다. Fig. 3.1.10 에 나타낸 바와 같은 격납 

체계에서, 용 경로들의 로는 Padirac door (C), maintenance hatch(D), 

toboggan access(E), roof door(F), personal access(G), loading bay (H) 등

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떠한 특정한 경로라 하더라도 여러 종

류의 용 경로 구성에 있어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각각의 격

납 사이에서의 용자의 행동이 격납 경계 통로에 한 감시에 의해 완벽히 

탐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Fig. 3.1.10의 격납 조건에 한 용 흐름 network 도면을 Fig. 3.1.11 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ꡒprimary containment zoneꡓ으로 명기된 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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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격납 경계를 의미하며, ꡒsecondary containment zoneꡓ 은 1차 격납경

계와 2차 격납 경계 사이의 구역을 의미한다. 한, ꡒoutsideꡓ로 명기된 것

은 모든 격납 방벽의 외부에 치한 모든 구역을 나타내며, 각각의 zone을 

연결한 선들은 각 zone을 구분하고 있는 격납 경계를 통과하는 경로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의 용 경로는 1차 격납 구역에

서 시작해서 외부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1차 격납 구역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단일 경로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한, 1차 격납에 있는 

모든 경로가 2차 격납의 모든 경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다양한 경로

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network 구성을 통해 다양한 1차  2차 격

납에 련된 경로들에서의 용 가능성을 분석하 다.

술한 바와 같이, 핵물질 용 가능성에 한 평가에는 많은 인자가 고려되

어야 하며, 이들 인자에는 비용, 기술  난해성, 공정의 유효성  방사선  

해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인자들을 고려하여, 1차 격납에서의 경로

를 통한 핵물질 용 가능성 평가에는 4가지의 범주가 용되었다.

① 정상 인 시설의 운  상황에서 특별한 변경 없이 가능한 핵물질 용

② 정상 인 시설의 운  상황에서 한 변경을 요하는 핵물질 용

③ 시설의 운  상황에서 매우 한 변경을 요하거나 시설의 운  단   

    을 필요로 하는 핵물질 용

④ 1차 격납 구역 내의 운 을 단하고 제염을 요하는 핵물질 용

  

Fig. 3.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격납 구역에서 제 1 범주에 속하는 용 

경로는 Padirac door이다. Padirac cask는 PIEF에서 해체된 사용후핵연료

의 이송과 화학분석 시료 이송 등의 정상 인 시설의 운  상황에 용되며, 

특별한 변경 없이 핵물질의 용이 가능하다. 

제 2 범주에 속하는 용 경로는 maintenance hatch가 설정되었다. 

maintenance hatch는 정상 인 경우에는 항상 닫 져 있으며, 공정 장비가 

유지 보수를 해 isolation room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열려 지게 된다. 따

라서, 이 경로를 통한 임의 인 핵물질 용은, 장비의 수리로 장하여 핵

물질을 장비 내부에 은닉 후 반출하는 경우이며 운  상황에서의 한 변

경을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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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범주에 속하는 용 경로는 toboggan access이다. Toboggan access는 

통상의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장비 부분품 는 제염과 공정 운 에 필요한 

도구 등이 투입될 목 으로 제공되는 경로이다. 이 경로는 일반 으로 이

의 90º 곡선 경로의 형태를 취하면서 수직 하향으로 설치되며, 물품의 투입

은 용이하지만 역 방향으로의 반출은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경로

를 통한 핵물질 반출은 시설의 운  상황에서 매우 한 변경을 요하거나 

시설의 운 을 단해야 한다. 

용 경로의 설정에서 제 4 범주에 속하는 용 경로에는 ventilation line  

personal access 가 포함된다. 술한 바와 같이 휘발성 FP의 처리를 해 

설치되는 ventilation line 과 ventilation duct를 통한 핵물질 반출의 반출은 

거의 실 성이 없다고 단되며, 작업자의 직 인 hot cell 로의 출입을 

해서는1차 격납 구역 내의 운 을 단하고 제염을 필요하게 되므로 용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상된다.

Fig. 3.1.11. Diversion Flow Network at the AC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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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격납/감시 체계 설계

이상과 같은 ACP 시설의 구조  특징  격납/감시 특성을 고려한 격납/감

시 체계를 Fig. 3.1.12와 같이 설계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물질

의 일상 인 이동 경로인 Padirac door  maintenance hatch에는 각각 

성자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하 으며, 특히 정상 인 공정 운  에 출입구

가 쇄될 필요가 있는 maintenance hatch에는 metal seal 는 VACOSS 

seal의 용이 필요할 것으로 상되었다. 

한, ACP 시설에 한 감시 카메라의 용은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3  정도의 DCM-14 디지털 카메라가 intervention area  operation 

area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상된다. 시설의 후면에 치한 intervention 

area에서는 각 rear door 와 1층으로 통하는 roof door를 심으로 FOV 

(Field of View)를 설정해야 하며, hot cell 면의 operation area에 설치되

는 카메라는 toboggan을 심으로 한 hot cell 체가 FOV로 설정될 것으로 

상된다.

각 rear door에 설치되는 성자 모니터의 형태는 Fig. 3.1.13과 같으며, 2개

의 He-3 tube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성자를 측정한다. 

재, 국내 기술에 의해 설계 개발된 He-3 성자 모니터는, DUPIC 실증 

시설인 DFDF hot cell의 rear door에 장착되어 격납/감시 목 으로 활용 

이다. 이 성자 모니터는 2000년에  DFDF 시설에 격납/감시 목 으로 설

치되어 hot operation을 통해 성능 시험을 시행해 왔다. He-3 성자 모니터

는 Fig. 3.1.14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 g이하의 Pu  U235 까지 측

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핵물질 안 조치의 용에 충분한 성능을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이 성자 모니터는 향후의 차세 리공정 실증 시설에

서의 핵물질 이동 감시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결론 으로, ACP 시설은 실험실 규모의 속 환체 실증 시설이므로 기존

의 핵물질 안 조치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격납/감시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ACP 공정 상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 의 핵물질 

재고가 발생될 수 있으며, 반 인 핵물질 안 조치 용을 해서는 공정 

 감시 (In-process monitoring)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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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Conceptual Design of C/S System for the ACPF. 

Fig. 3.1.13. Neutron Monitor for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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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Performance of He-3 Neutron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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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물질 계량 리 방법 시스템 설계

가. 공정 모사

원자력 련 생산시설에서 시설 공정모사(simulation)를 통하여 각 부분 공정에서 

발생, 되는 핵물질량을 비 으로 산출하여 으로써 핵물질 계량 리를 한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한 이 time & motion 분석은 핵물질 계

량 리뿐만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의 이용율을 극 화시키는 최 설계에도 사

용될 수 있다. 재 단계에서는 공정모사를 수행할 수 공정데이터가 부족하여 50톤 규

모의 pilot 규모 시설를 가상하여 엔지니어링 단에 의한 비 인 분석만 수행하

다. 여기서 분석된 데이터는 상용규모 시설의 핵물질 안 조치성(Safeguardability)을 

평가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가상 공정  KMP

Fig. 3.1.15는 50톤 규모의 pilot 규모 시설의 공정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시설의 

MBA(물질수지구역)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MBA-A와 MBA-B는 품목

계수 지역이고, MBA-B가 핵심 공정이 들어가는 량계수 지역으로서 실제 핵물질 

안조조치 에서 물질 흐름을 수행해야하는 지역이다. MBA-B는 총 17개의 부공

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의 KMP로 구분하 다.

 공정 분석을 한 가정 사항

본 시설은 이용율 60 %을 갖는 연산 50톤 규모의 시설이라 가정하 다. 이 경우 

설계 용량은 약 83톤 규모로 해야하며, 연간 약 190 집합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용

량을 갗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핵심공정으로서 기화학  속 환공정

을 책택하는 것으로 하 다. 기  사용후핵연료는 10년냉각, 연소도 33,000 

MWD/MTU을 가정하 다. 핵심공정의 배취 크기는 20 MTHM으로 가정 하 다. 

 공정 손실량 

각 부공정별 핵물질 손실량은 기존의 경험자료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하

으며, 참고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문가 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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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단 공정에서의 손실율(saw dust) : 0.004

- 탈피복 과정에서의 손실율 : 0.001

- 환율 : 0.998, 폐용융염에 0.002가 묻어감

- 마그네시아 필터에서의 손실 : 0.001

- dirty scrap : 0.003

 부공정별 사이즈  물질 흐름(MBA-A)

-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장: 연간 116다발 처리, 장용량 10다발(30일 작업양)

- 집합체 해체: 연간 116다발

- 집합체 구조물 : 연간 25,525 kg 발생, 장공간 2,200 kg(10개 집합체에 해

당)

- 핵연료  장 : 연간 456,360 개 발생, 장공간 264 개

 공정모사를 통한 부공정별 사이즈  물질 흐름(MBA-B)

- 핵연료  단 : 25 cm 길이로 단하여 탈피복 시킴, 연간 459,360 개 발생, 

단후 다음 공정으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장공간은 필요치 않음.

- saw dust 장 : 핵연료 을 자톱으로 자를 경우 0.1cm 의 손실을 가정하

면 연간 총 214 kgHM이 발생함, 장공간 214 kgHM으로서 dirty scrap으

로 처리되며, 여기에는 약 1.94 kg-Pu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됨.

- 탈피복 공정 : 탈피복율은 99.9 %로 가정할 경우 피복 에 묻어가는 핵물질양

은 0.051 MTHM임, measured waste로 처리함.

- 핵연료 우더 장 : 연간 약 51톤이 처리, 장공간은 2.54 MTHM으로서 

300 kgHM 용양의 용기 9개가 필요, 평상시 Pu양은 23 g으로 분석됨.

- cladding hull : 116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장할 경우 총 29개의 

장용기가 필요. 총 연간 0.46 kg-Pu가 cladding hull에 묻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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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 분말 산화(Voloxidation) 공정: 연간 약 51톤을 처리하며, 0.3 %의 dirty 

scrap이 발생됨. 발생한 폐기물 약 0.15 MTHM에 한 장공간이 필요함(

장용기 1개, 1.4g-Pu).

- 산화분말 장 : 장공간 2.53 MTHM, 장용기 9개가 필요함. 평상시 22.9 

kg-Pu가 장하게 됨.

- 환공정 : 연간 59.59 MTHM 처리. 환율 99.8 %, 배취 크기 20 kg으로 가정

할 경우 연간 60 kg-salt가 필요함. 연간 총 2,530 배치를 처리하게 되며, 

LiCl-Li2O는 30,369 kg (용융염은 5번 사용한 후 폐기하는 것으로 가정)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됨.

- 폐용융염 장 : 연간 30,369 kg-LiCl-Li2O가 발생하는데, 약 600 kg- 

LiCl-Li2O 장 공간이 필요함. 이 속에는 18 g-Pu가 포함하게 됨.

- 속 우더 장: 40배치에 해당되는 798 kgHM 장 공간( 장용기수 40개)

이 필요하며, 7.22 kg-Pu가 포함됨.

- 속 우더 smelting: 연간 remaining LiCl-Li2O가 0.4 kg 발생하며, 마그네시

아 필터에 배치당 약 0.02 kg-HM이 묻어나옴. 

- 속 장: 600 kgHM 장공간(약 30배취)이 필요.

- 폐마그네시아필터 장: 2.5 kgHM이 묻어 있는 필터 장공간(처리양의 약 

5%)이 필요. 이 속에는 0.02 kgPu가 함유됨.

- 속 주조 공정: 주조공정에서 3 %의 clean scrap이 발생하며, 이것은 재이용됨. 

연간 처리용량은 53 MTHM.으로서 이  0.1 %(53 kg MTHM)가 dirty scrap

으로 발생함.

- dirty scrap 장: 2.6 kgHM에 해당되는 장공간 필요. 장용기가 10개 필요

하며 여기에는 24 g-Pu가 포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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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Material Flow and KMP of Pilot-Scaled ACPF with 50 MTHM of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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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물질 계량 리 시스템 설계

  

2005년부터 운 정인 실험실 규모의 속 환시설에 한 핵물질 계량 리 방

안이 분석되었다. 이를 하여 핵물질 계량을 한 핵물질 측정 장치 분석을 통하여 

NDA 측정방법이 선정되었으며, 이 방법을 한 계량 리 방법  운  차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핵물질 측정은 Cm ratio 방법을 이용한 성자 측정 방법을 용

하 으며, Cm ratio 결정을 하여 화학분석 방법을 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분

석된 ACP 계량 리  운  차는 다음과 같다.

 PIEF 시설 pool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핵연료  선정 ( 속 환 실험

용). 

 선정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한 연소이력 조사 (평균 집합체 연소도, 기 

농축도, 냉각기간, cycle 연소도, overhaul period, specific burnup 등) → ORIGEN 

코드에 의한 연소모사 → 연소도에 따른 핵물질량 계산 (curve fitting)→ Curium 

ratio 계산(이 값은 이후 화학분석 결과  NDA 측정값과 비교함으로서 코드 값의 

오차를 계산하는데 활용됨). 

 선정된 핵연료 에 한 감마스 닝 →  연료  active length 결정, 길이 방향

에 따른 연소도 분포 측정(1.5 cm 간격) → 연료  단  길이당 기 우라늄량 결정 

→ 핵연료  단(25 cm 길이) → 단된 길이 측정, sawdust 추정, 이송 하지 않는 

rodcut 추정 → IMEF 이송 상 rodcuts에 한 평균연소도 산정 → 상기 curve 

fitting을 이용하여 핵물질양 계산(shipper's value로 이용) → sawdust  PIEF에 

남겨두는 rodcut에 한 핵물질양 산정.

 rodcut 이송 비: 속 캡슐 혹은 끈이 달린 비닐 지 이용하여 지당 약 2 

kg씩 재( 지에 ID marking).

 rodcut 이송: 이송용기(빠디락)에 재하여 이송 (빠디락의 용량을 감안하면 20 

kg의 한 배치를 이송하기 하여 약 3-4번 이송) → 핵물질 이동 기록부 작성(핵물질

보장조치실): 한번 이송시마다 핵물질 리상 한 배치가 되나, 추후 20 kg 모두 이송

후 ACP에서 rebatch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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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P 시설에서 빠디락을 이용하여 핵물질 수납 (IAEA 격납/감시 장비에 의해 

monitoring) → 캡슐별로 NDA 측정하여 Cm양 계산 → 한 배치 20 kg 분량에 한 

Cm양 합산 → Cm ratio 계산(Pu, U235는 코드값, Cm은 측정값) : 이 값은 화학분

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Curium ratio로 사용될 것임. 한 SR differenc는 없다

고 가정(즉, 코드값이 receiver's value가 됨)

 탈피복 → 분말 무게 측정, NDA에 의해 cladding hull에 묻어 있는 핵물질양 

측정(measured waste로 처리). 

 20 kg 배치에 한 voloxidation : 20 kg를 한배치로 rebatch 시킴.

 20 kg 배치에 한 mixing → mixing 후 NDA에 의한 균질성 평가 → 균질

화된 mixing powder sampling (DSNC 측정용 5개  화학분석용 3개) → 무게당 

Pu양 산정( 우다 조성은 완  U3O8로 가정) → 화학분석 결과 (Pu, U, U-235, Cm)

가 나오면 새로운 Cm ratio 용: Cm ratio change에 기인한 핵물질 증감 발생 (사

찰시 보고) → cladding hull의 핵물질, voloxidation/mixing 과정에서 loss 재산정.

 reduction 공정: 용융염이 재사용되기 때문에 반응기 역시 KMP로 분류되어야 

함. 사찰시 속 환 물질은 분리하여 장되어 있어야 함. 용융염에 한 NDA 측정

을 하여 온도를 높이고 stirring 하는 과정에서 튜 를 이용하여 sampling 함. 측정

된 sample은 가능하면 재사용.

 cathod에 있는 metal 속 우더: sampling 한 후 DSNC 측정

 폐용융염: 폐용융염을 sampling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응기에 있을 때 측정한 

값을 계속 사용. 배치별 리가 요망됨.

 smelting 속 환체 : 속 환체는 배치 단 로 NDA로 측정함 ( 속 환체 

반경은 10 cm 이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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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확산 항성 평가

가. 핵확산 항성 특성 분석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은 LiCl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Li 

속으로 환원하는 속 환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으로서, 이 속 환

과정에서는 알카리, 알카리 토 속  일부 RE 원소를 제외한 모든 핵분열

생성물과 우라늄, 루토늄 등이 속으로 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의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특성과 일부 핵분

열생성물의 선택  분리성은, 고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감용 이

외에 방사능  발열량을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부가 인 장 을 제

공한다. 이와 같은 에서 고온 LiCl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속

환하여 장․ 리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장성 향상은 물론 

장 안 성 요건의 완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온 LiCl 용융염 공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특성을 고려하여 차세  핵연료 리공정의 핵확산 항성 특성을 분석하 다. 

(1) 고온  야 법의 핵확산 항성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기술  바탕이 되고 있는 고온 야 법 재

처리(Pyroprocess) 기술은 미국 알곤국립연구소(ANL)가 INFCE 이후 

극 으로 개발해 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로서, 기술 개발 기 단계에서

부터 핵확산 항성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은 1994년에  

DOE의 주도로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의 원폭설계 

그룹과 ANL의 문가들이 이 건식재처리 기술의 핵확산 항성을 상세히 검

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토 로 고온 야 법에 한 고유한 

핵확산 항성에 해 분석하 다.

고온야 법의 일반 인 핵확산 항성 특성으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 속 환공정에서는 핵분열성 물질이 순수한 형태로 분리되지 않는다. 

향상 핵분열성물질은 MA(Minor Actinide)와 란타나이드 같은 일부 핵분열

생성물과 같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용된 핵물질이 핵무기사용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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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재처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속 환체에는 기 사용후핵연료가 같고 있는 열과 방사능의 약 1/4을 함유하

고 있다. 이는 용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 속 환공정은 방사선 특성 때문에 핫셀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핵물

질 안 조치 에서 격납.감시가 용이함을 의미한다. 

- 속 환공정은 배치공정이므로 핵물질 손실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 핵물질 추

이 가능하다.

 루토늄 원폭의 구조와 기능에 한 일반 인 사항

루토늄원폭은 내부가 텅빈 상태인 강철 구형으로 루토늄이 임계량 이상 내재

되어 있다. Pu는 스폰지 모양인 부드러운 압축자재의 물질로 함침되어 있고 이것은 

TNT 화약의 구형막으로 균일하게 싸여 있다. 핵폭발은 먼  구형막의 TNT 화약으

로 동시에 체 주변에 화되며, 이에 따라 Pu 스폰지를 격하게 압축하여 고 도

로 만들며 속히 임계 상태가 되도록 한다. 즉, 원폭의 성능은 충분히 높은 임계

상태에 의해 연쇄반응이 개시되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

 고순도 Pu에서의 원폭 기

구형 용기내의 화약폭발에 의한 고압 압축은 매우 효과 인 고속의 압축이 가능하

며 일반 으로 5 km/sec 정도의 압축속도가 얻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속도로는 10 

cm의 압축에 20 ㎲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불순물이 아주 은 핵분열성 원자핵이 

집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연쇄반응에 의한 성자의 평균에 지는 1 MeV 정도이며, 

이 성자의 세 수명(핵분열로 인해 다음 핵분열을 일으킬 때까지의 시간)은 ℓ

=0.01 ㎲ 정도이다. 핵공학분야에서는 즉발임계(Prompt Critical) 상태(0.4 % 이상의 

excessive reactivity, Keff=1.004)를 피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기본 인 사항이지만, 

핵폭발을 겨냥하는 원폭에서는 Pu를 함침시킨 스폰지를 극한까지 압축하고 격히 

임계상태에 이르면서 연쇄반응이 시작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연쇄반응이 가능한 지

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원폭에서 목표로 하는 임계 과는 Keff=2 이며 고 도 

상태의 지속시간은 0.5 ㎲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응도에서 순고속 성자(ℓ

=0.01 ㎲)에 의한 연쇄반응을 t=0.5 ㎲ 지속하면 출력은 e50 으로 핵폭발이 나타난다.



- 45 -

Φ
Φ o

= exp
ꀌ

ꀘ

︳︳︳

K eff-1

ℓ
t

ꀍ

ꀙ

︳︳︳
= e 50

 불순물 함유 Pu에서의 원폭 기

Pu에 MA(Minor Actinoids)인 Cm, Am, Np 등의 자발 성자

(Spontaneous Fission) 원소가 혼합된 경우에는 Keff=2 의 반응도에 해당

되는 고 도 상태가 형성되기 에 성자에 의한 연쇄반응이 개시된다. 즉, 

스폰지가 압축되는 과정에서 즉발임계를 넘은 지 으로 성자가 이동하면

서 즉각 인 연쇄반응에 의한 출력상승이 개시된다. Keff=1.004의 반응도에

서 8 ㎲  정도의 연쇄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출력상승은 e32 로 나타나며 Pu

가 들어 있는 스폰지는 팽창하여 핵반응이 종결된다. 이 경우의 최  출력은 

원폭의 사양인 1022에 비해 1억분의 1이며, 이것은 확실하게 불발탄이 된다.

 Cm 함유 Pu의 원폭 용 가능성

일반 으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포함된 Pu의 량은 4～5 kg 정도로서 

108/g.sec 의 성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성자의 부분은 Cm에 의

한 것이다. 이와 같은 Cm의 향은 Cm의 량이 1/100 정도가 되는 낮은 연

소도의 사용후핵연료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작용하며, MA 원소가 함유된 Pu

는 정상 인 원폭 물질로 사용이 어렵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따른 핵무기로의 

용  가능성 여부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MA의 분리 가능성에 의해 

단될 수 있다. 즉, 충분한 자발 성자 발생 원소가 혼재되어 있다면 공정에서

의 Pu를 용하여 원폭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한 원폭 성능을 기 할 수 

없게 되며 핵폭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에서의 자체 핵확산 항성 확보를 

해서는, Cm을 포함하는 MA들이 Pu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회수․처리

됨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분석한 재까지의 실

험자료에 의하면, 건식 재처리 공정에서는 이들 MA들이 거의 분리되지 않

는 상태로 Pu와 혼합되어 속 환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자발핵분열 성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면서 핵물질 계량 리에 필수 인 핵종인 Cm은 Pu와 거의 동일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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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을 보이고 있으며 Li 용융계 속 환공정은 고유한 핵확산 항성을 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온야 법의 자체 방호성(self-protection)

핵물질 안 조치(safeguarding)는 물리  방호, 격납․감시  계량 리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다. 안 조치는 고유한 기술  방벽이 있는 경우에 더욱 쉽게 달성되며 

이러한 기술  방벽의 유효성은 핵물질에 한 근  이송의 어려움 등에 의해 결

정된다.

 술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공정의 기술  토 가 되고 있는 고온

야  재처리기술 (pyro-processing)은 근본 으로 MA(Am, Cm, Np), U  핵분

열생성물들과 혼합된 상태로의 Pu를 추출하기 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MA들에 의

해 공정 시료는 항상 고 방사능의 다양한 핵종들로 오염되어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붕괴열도 수반된다.

Table 3.1.2. Activity and Dose Rate of Metal Ingot

activation products actinides F/P total

PWR SF 35GWD/MTU, 10년 냉각 2.800 0.050 1,034.0 1,037 2,356 2,121

MOX SF 35GWD/MTU, 10년냉각 1.640 0.700 974.0 976 2,219 747

DUPIC SF 15GWD/MTU, 10년냉각 16.000 0.001 45.1 61 3,216 3,232

CANDU SF 7.5GWD/MTU, 10년냉각 0.360 0.000 21.5 22 1,151 2,284

PWR SF 33GWD/MTU, 10년냉각 2.790 0.050 972.0 975 2,216 2,027

Ingot Metal  PWR(33GWD/MTU, 10년냉각) 이용 0.000 0.002 5.6 6 279 255

Items

Dose rate(rem/hr) for diversion of one assembly, bundle or ingot
of 20kgHM

Total dose
rate(rem/hr) for

1000kgHM
diversion

Dose
rate(rem/hr) for
diversion of 1
SQ(8 kg Pu)

 

이러한 공정물질의 고유한 붕괴열과 방사능은 그 자체로서 기술  방벽의 역할을 

하며 공정에 한 물리  방호  격납․감시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SCALE4.4의 핵연료 depletion 모듈인 Origen-Arp와 차폐해석코드

인 Microshield 3.2를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상 물질수지에 의

한 속 환체에서의 발열량과 방사능을 계산하 다. Origen 계산결과에 의하면, Pu

가 속 환체에서의 체 방사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Pu, Am, Cm이 발열

량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핫셀의 설계용량인 20 kgHM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환된 속 환체에서의 방사능  발열량은 각각 

약 3600 Ci  10 W 이며, 이러한 환체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은 1 m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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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 rem/hr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차세 리공정은 핵물질 용에 해 방사능에 

의한 간 정도의 자체 방호성(moderate self-protection)을 내재하고 있다고 단된

다. 

나. 핵확산 항성 증진 방안 분석

 

안 조치 에서도 핵주기별, 시설별 차이가 많이 존재하게 된다. 가령 기존의 습

식 재처리시설에 해서는 용량 시설이면서 bulking counting을 해야 하는 문제, 

Pu측정 오차, holdup 발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핵확산을 증가시키

려는 노력은 다른 요 요소와 충돌하게 되므로 신 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가령 high 

radiation field는 핵물질을 덜 매력 으로 만들지만, 핵물질 용여부를 단하기 

하여 측정하는 핵물질 계량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속 환시설에 한 안 조치성  핵확산 항성 증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 측정 방법의 개선
  Pyroprocessing 핵연료주기는 재 측정 가능한 다른 핵물질에 비하여, 극한 상

황에 있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high fission product, high neuton flux, high 

attenuation, 조성의 복잡성 등이 존재하는 극한 상황에서 Pu와 다른 핵분열성물질를 

측정 할 수 있는 신  측정 장비 개발이 필요하며, 한 측정 상 핵물질은 균질하

지도 않을 것으로 상됨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방사선  카메라 감시시스템의 개선
용량 상용시설인 경우에 핵물질 측정만으로는 verification requirement을 만족

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monitoring 장비를 가지고 

보완해야 될 것으로 단된다. 여기에는 핵물질 이동을 추 할 수 있는 시스템, 사람의 

action과 장비의 이동을 찰 할 수 있는 시스템, 공정장비가 다른 목 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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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물질 용을 한 공정 개조 가능성
많은 문가들은 Pyroprocessing의 많은 공정들이 weapon program 목 을 하

여 공정을 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찰 이 없을 때를 이용하여 핵무기

로그램을 하여 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이 신고

된데로 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사찰 이 없을 경우에도 공정이 

detection 없이 개조될 수 없다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근실시간 핵물질계량(NRTA, Near Real Time Accounting) 장치의 개발
일반 으로 MB(Material Balance) period가 짧을수록 MUF는 더욱 작아진다. 만

일 NRTA 시스템이 장착된다면, 기에 소량의 핵물질 용을 탐지할 수 있으며, 

MB를 필요에 따라(on demand) 종료할 수 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NRTA는 

in-process measurement와 monitoring system의 조합으로 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  



제2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  공정시

료의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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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  공정시료의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 개발

1. 개 요

Pyroprocessing 은 PWR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분말화한 후 U3O8으로 

변환하고 LiCl 용융염 계에서 산화물 핵연료를 Li 속으로 환원하는 속

환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공정으로서, 이 속 환과정에서는 알칼리, 알칼리 

토 속  일부 RE 원소를 제외한 모든 핵분열생성물과 우라늄, 루토늄 

등이 속으로 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분리되는 우라늄과 

루토늄은 핵무기로의 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 ·후  과정 에 항

상 그 양을 계량 리 해야 하며 IAEA에서는 정기 인 사찰을 통해 리 감

독하게 된다. 공정 의 사용후핵연료, 탈피복 에 나오는 hull material, 차세

리공정 에 생성되는 속 환체, 속 Ingot, 속 환공정 처리 후 

속 환체와 분리된 용융염 등을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ASNC)로 

Cm-244에서 나오는 성자의 양을 측정하여 우라늄, 루토늄을 계량 리 

하게 된다. 

2. 성자 검출기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내 핵물질 측정방법도출

가. 성자 발생 핵반응

성자 발생 핵반응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벼운 핵

물질 표 에 고에 지 가벼운 핵자를 충돌시켜 고에 지의 성자를 생성하

는 직  핵반응(direct reaction), 둘째, 표 핵과 입사핵이 융합하여 복합핵

(compound nucleus)을 생성한 후에 복합핵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성자를 

증발 방출하는 성자 증발 복합핵반응(fusion-evaporation compound 

reaction), 셋째, 질량이 큰 핵인 U, Pu 등과 같이 핵구조가 불안정하여 자발

으로 분열하는 자발  핵분열(spontaneous fission) 반응이 있다[3.2.1].

세가지 다양한 핵반응에서 생성되는 성자의 에 지는 물리 인 특성과 핵

동력학 인 특성이 상이한 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높은 에 지 성자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가속기를 이용하여 가벼운 핵, 특히 양성자를 높은 에

지로 가속하여 가벼운 핵표 물질에 입사하여 직 핵반응으로 얻는다. 낮은 

에 지의 열 성자는 핵분열반응을 이용한 원자로에서 주로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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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낮은 에 지의 성자 발생은 연구용 원자로의 친환경성, 안정성과 

성자의 발생 개수의 한계 등을 보완한 가속기기반의 시설을 건설 에 있다. 

가속기에서 인출된 높은 에 지의 이온을 납 등의 무거운 핵에 충돌시키면 

납 핵이 쇄(spallation)된다. 이때 다량의 성자를 방출하는데 이를 이용한 

핵 쇄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사용후 핵연료물질에서 성자발생은 자발  핵분열반응이 부분으로 알려

져 있다. Fig. 3.2.1은 핵분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핵의 붕괴는 핵이 에

지 으로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형(deformation)과 극도의 변형으로 

분열하여 딸핵을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핵의 질량 분포는 비

칭 인 구조를 보인다. 생성된 딸핵은 여 히 에 지 으로 불안정하여 우

선 으로 성자를 방출한다. 그 후 분열된 핵들은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다

량의 감마선을 방출하며, 에 지가 가장 낮은 상태인 기 에 지 상태

(Ground state)로 안정된다[3.2.1].

성자 방출 핵물질은 핵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필수 으로 감마선을 

동반한다. 감마선에 한 핵분 학 인 분석은 핵물질의 물리 인 정보를 주

기도 하지만, 성자의 직  검출시스템에서는 감마선은 백그라운드 형태의 

노이즈로 작용하며 제거하여야하는 방사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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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Neutron generation in the nuclear fission.

나. 자발  핵분열 성자의 물리  특성

자발  분열 핵  주요 국제 리 핵종은 Pu, U, Th 등 이다. 10년이상 냉

각된 사용후 핵연료의 정량 인 핵물질 정보는 Cm-244 등의 자발  핵분열 

물질량을 측정함으로 간 으로 알아낼 수 있다[3.2.2-3].

성자 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직  다루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Cm-244와 유사한 에 지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진 표 화된 Cf-252 성자원을 사용하여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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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핵분열 물질에 보여주는 에 지 스펙트럼은 일반 으로 변수화하여 

잘 정리되어있고, 이를 사용하여 수치  계산과 실험결과의 해석에 이용한

다. 

Fig. 3.2.2 는 Cf-252 경우의 성자의 스펙트럼이며,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

다[3.2.2].

N(En)= En+e
-En /1.43

    [MeV]      

여기서 N(En)은 성자의 에 지별 발생개수이다. Cf-252 성자원은 총반

감기 2.646년, 분열반감기 85.5 년, 성자 방출률 2.34x 1012 n/s/g 으로 알려

져 있다.

Fig. 3.2.2. The energy spectrum of Cf-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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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자와 물질간의 물리  상호작용 

성자는 하를 가지지 않으며, 핵의 구성성분인 기본 핵자이다. 그러

므로 잘 개발된 기존의 자기 인 특성을 이용하는 하입자 검출기술

을 이용할 수 없다. 성자의 검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출한다.

1) 성자가 수소와 같은 가벼운 하입자와 충돌하고, 충돌로 생성된 

하입자의 되튐 상(Recoil process)에서 얻어진 하입자의 에 지를 

입사된 성자에 지로 환산하는 방법,

2) 성자가 핵반응하여 생성된 하입자를 이용하여 유발된 하입자

의 에 지에서 성자 에 지를 결정하는 핵반응(Nuclear Reaction)방

법,

3) 잘 알려진 핵자료를 이용하여 표 물의 성자를 입사하여 표 물질

을 방사화한 후 감마선을 측정하여 입사된 성자의 에 지를 결정하는 

방사화법(Activation Analysis)이 있다.

되튐 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가벼운 핵자를 성분으로 하는 검출기 

구성물질을 이용한다. 물리 으로 구성물질 상호간의 구속력이 약한 상

태에 있는 물질의 경우 효과 이다. 가장 가벼운 핵자인 수소를 다량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검출기로는 라스틱계열

의 섬 검출기와 액체형의 섬 검출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핵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은 핵반응 단면 인 큰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Fig.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3, B-10, Li-6 등이 반응

단면 이 크며, 이러한 물질을 다량으로 포함하는 순수물질 는 화합

물을 사용한다. 한 U-235와 같이 성자에 하여 붕괴가 잘 일어나

는 핵물질을 이용하기도 한다[3.2.1].

방사화법은 핵자료가 잘 알려진 물질에 가능하며, 이러한 물질은 매우 

제한 이다. 한 방사화한 후 성자 정보를 Off-Line분석을 통하여 

알게 된다. 그러므로 방사화법은 리 쓰이지 않는다. 이 방법은 방사화

학 성분분석이나 원자로나 가속기 등 장비의 모 터링 등에 주로 사용

한다.

성자의 핵반응 단면 은 Fig. 3.2.4와 같이 일반 으로 낮은 성자에

지에서 1/v  법칙에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법칙에 잘 

따르는 물질을 성자에 이용하면 성자 에 지에 따른 계측기의 에

지 선형 응답 특성이 좋다. 선형응답특성은 특히 인 물리정보를 

다루는 핵분 학, 핵물리학 분야에 매우 요한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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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는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며, 하를 가지지 않으므로 원자구조와

는 무 하며 다른 양성자나 성자와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 감마선은 핵자

와 상호작용정도가 약하다. 이러한 특성은 성자의 흡수과정은 핵자의 구성

성분에 의존하지만 감마선은 핵자의 구성에는 무 하다. 그러므로 성자의 

경우는 물질을 구성하는 핵종에 따라 선별 으로 흡수 반응하는 특성이 있

으며, 감마선은 물질에서 흡수과정이 구성물질의 핵자에는 무 하고 단지 

도에 의존한다. 이러한 고유한 특성은 성자를 이용한 비 괴 성자래디오

그래피 기술의 핵심 이론부분으로 상이한 핵종으로 구성된 물질에서 감마선

이나 X-선에서 얻을 수 없는 차별화된 상을 얻을 수 있다.

Fig. 3.2.3. The reaction cross-section with 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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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The experimental reaction cross-section of the            

      3He(n,p)3H nuclear reaction and the comparison               

with 1/v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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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자 검출기 

높은 방사선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성자 검출기는 Table 3.2.1에 요약하

다. 이외에도 주로 사용하는 검출기로는 수소유기화합물을 기 의 수소 되

튐 섬 검출기 등이 있다. 이러한 검출기는 검출기를 구성하는 화합물 도

가 상 으로 작으므로 상 으로 검출효율이 낮으며, 섬 체가 다량의 방

사선에 노출될 경우 경화 등 물질 변형 성질이 있어 특성이 변하는 단 이 

있다. 그러므로 높은 방사성 방출 환경이나 용량 상업용 검출기에는 당

치 않다. 한 가격이 고가이므로 핵분 학 실험 등의 정 한 성자의 물질

 특성 검출 실험용으로 제한 으로 이용되고 있다.

높은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할 검출시스템의 설계시 고려해야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으로 비용으로 제작가능한지 여부

2) 측정하고자 하는 상의 크기

3) 측정시간과 정확성에 련되는 검출효율의 극 화가능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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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용량과  높은 방사선 환경에서 방사성 핵물질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고체보다는 기체 형태를 이용하는 검출기가 경제 이다. 측정 효율

이 요한 요소라면 고체 형태의 검출기가 유리하다. 그러나 성자의 경우 

핵반응 단면 이 큰 핵을 포함한 성자에 반응하는 물질은 화학 으로 불

안정하여 고체형태의 결정을 만들기가 어렵고 부분 LiF 등과 같이 화학

으로 안정된 물질을 이용한다. 이러한 화학 으로 안정한 물질은 상 으로 

큰 형태의 안정된 결정구조로 성형이 어려운 단 이 있어 보통 검출기의 표

면이나 검출기내부의 극에 코 한 형태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고압의 기체 

형태의 검출기를 사용한 시스템에 비해 체 인 시스템 측면의 성자 효

율은 떨어진다.

가장 많이 성자 검출기에 사용하는 기체는 가격이 렴한 B-10을 이용한 

BF3 기체이다. B-10기체는 가격이 렴하지만 성자 에 지에 따른 핵반응

이 선형특성이 좋지 않아 환경방사선 성자의 선량모니터링용으로 주로 사

용된다.

정 한 성자의 물리  특성 측정은 다소 고가이지만 성자에 지 선형특

성이 우수한 He-3기체를 사용한다. He-3 기체검출기는 성자와 핵반응으로 

하를 가지는 수소핵인 양성자와 삼 수소를 방출한다.  방출된 양성자와 

삼 수소를 검출하므로 성자의 에 지를 결정한다. 

He-3 기체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기체로 가격이 다소 고가이며, 이러한 

기체는 원자로의 운 과정이나 수소폭탄의 원료인 삼 수소가 12.3년의 자연

반감기 지나면서 부차 으로 얻어지는 희소한 물질이다[3.2.1]. 최근 수소폭

탄을 제작할 때 만든 삼 수소가 He-3 기체로 변환되었다. 이 게 변환된 

He-3 기체의 국제 가격은 많이 내려가 검출기 제작시 이 보다 렴하게 제

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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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The main material used in the neutron detec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utron detectors

Material Detector Type Reaction
Deposition 

Energy
state remarks

He-3 He-3 counter 3He(n,p)1H 765 keV gas
Largest 

Cross-section

B-10

BF3 10B(n,3He)7Li 2780keV gas

Boron-Lined 

counter

10
B(n,

3
He)

7
Li 2780keV solid

surface 

coating

Fission nuclei Fission Counter
235
U/
232
Th(n,f)  ~200 MeV solid

surface 

coating

Well known 

nuclear data 

materials

Foil Activation X(n,γ)Y
Depend on 

Material
solid

Use Nucle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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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자와 감마선 분리 검출법

성자 발생 핵물질은 핵분열이나 다양한 핵반응 후에 생성되는 딸핵이 안

정화 하는 과정에서 필수 으로 다량의 감마선을 방출한다. 이러한 부분은 

성자 검출기에서 소수의 성자의 신호에 버 가는 숫자로 측정되며, 양질

의 핵자료나 정량측정을 하기 해서는 감마선과 성자의 분리가 필수 이

다. 이러한 분리기술은 설험실 환경에서도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구성이 

매우 복잡하며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장비가격이 매우 높아진다. 

감마선의 분리는 기체 검출기를 사용할 경우 기체의 도가 고체물질 등에 

비해 상 으로 낮으므로 핵반응 확률이 작다. 그러므로 감마선의 향이 

무시될 수 있는 기체 압력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높은 감마선 환경에서는 

성자와 감마선의 하입자로의 환과정의 시간 인 차이를 이용하여 선별

하는 검출신호시간선별법(Pulse shape discrimination method, PSD)을 용

하는 고 기술이 있다. 

Fig. 3.2.5는 검출신호시간선별법으로 얻어진 감마선과 성자 스펙트럼이다. 

이로부터 성자만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검출신호시간선별법은 성자의 운

동에 지 잘 하를 띈 입자로 환되는 핵반응과 핵반응 후 생성된 하입

자가 원자나 분자구조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일 경우에만 용된다. 

그러므로 원자사이의 구속력이 상 으로 약한 수소화합물로 구성된 액체 

섬 검출기에 제한 으로 보이는 검출기 특성으로 성자는 수소와 충돌로 

운동에 지를 달하며, 감마선은 콤 톤 산란 상으로 원자의 자에게 운

동에 지를 달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서로간 변환된 수소와 자를 모으는

데 운동성(Mobility)차이에 기인하며  수 ns의 시간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시

간 인 특성을 고속의 자회로를 통하여 성자와 감마선을 구별한다. 이러

한 방법은 핵자료 등 정  실험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상업 인 시스템에서

는 상 으로 구성시스템이 고가이며 효율이 낮아 용하기 어려운 실험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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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Ratio of delayed gate ADC conversion to prompt gate ADC            

    conversion for NE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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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성자의 물리  특성 측정방법

성자의 물리  특성은 성자의 에 지와 개수(flux)으로 변된다. 검출기

를 통하여 이러한 물리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는 검출기의 에 지와 개수

에 한 정 한 환산치(Efficiency Calibration Curve)를 측정하여야한다. 

그러나 성자는 다른 방사선과 달리 다양한 에 지와 개수를 발생하는 

성자원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측정하고자 하는 실

험자체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특히 1 MeV이하의 성자를 측정할 경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한데 이러한 

성자 발생 환경에서는 1 MeV에 이르는 감마선의 향을 무시할 수 없어 

성자와 감마선의 분리를 필수 이기 때문이다. 상 으로 높은 에 지의 

고속 성자의 경우는 감마선의 에 지가 상 으로 낮기 때문에 간단한 에

지 제한 조건만으로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검출기의 

환산과정은 MCNP 등 수치 계산에 의한 결과를 주로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

다.

일반 으로 성자의 에 지와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산과정을 마친 

성자 검출 시스템을 이용하며, 성자에 의한 하를 가진 검출기 내부의 핵

자되튐을 측정하는 핵자되튐측정법(Nuclus Recoil Method)과 직 으로 

성자가 비행한 시간을 미리 정의된 비행거리와 함께 측정하여 에 지로 환

산하는 비행거리시간측정법(Time of Flight Method), 그리고 잘 알려진 성

자 핵반응자료를 이용하여 표 의 방사화 정도를 측정하여 유추하는 방사화

법(Activation Analysis)이 있다. 

핵자되튐측정법은 자회로 구성이 간단한 반면 성자의 되튐 핵동력학

(Nuclear recoil dynamics) 특성에서 측정되는 에 지 스펙트럼에서 수치

인 변환과정, 즉 응답함수를 통하여 원래의 성자 스펙트럼을 복원하는 간

인 방법이며 낮은 에 지의 성자 경우 감마선의 분리정도에 따라 정

도에 크게 향을 받는다. 

비행시간 측정법은 성자의 비행시간을 정 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

회로 구성이 복잡하고 어려우나 직 으로 성자의 에 지와 개수를 측정

하므로 정 한 핵자료 실험에서 주로 이용하며 체 인 시스템 구성의 비

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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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화법은 방사화된 표 물질의 감마선을 분석함으로 표 물질에 생성된 

핵종을 방사화학 인 기법으로 분석함으로 입사한 성자의 에 지를 유추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성자 핵자료의 미비로 제한 인 에 지와 핵종

에 하여만 사용이 가능하며 표 물질의 두께의 제작한계로 에 지 분해능

이 떨어짐으로 성자의 정성 인 평가 수 에서 사용된다.

사.  성자 감속재

성자 감속재는 성자의 에 지를 낮추어 성자 검출기의 반응 효율이 

최 화할 목 으로 이용한다.

 성자 감속재로는 물리 으로 두 가지 상이한 과정을 이용하고 있다. 성

자 감속재로는 첫째, 성자와 거의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수소를 다량 

함유한 물질과의 충돌로 운동 에 지를 분산시키는 분산형 감속재와 둘째, 

Cd 등 같이 핵구조  특성상 공명핵반응을 통하여 특정한 에 지의 성자

를 잘 흡수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흡수형 감속재가 있다. 

분산형 감속재의 경우 다량의 수소 자체는 기체이기 때문에 도를 증가시

켜 효율을 증 할 수 있는 polyethylene 등이 사용된다. 고순도 고 도 

polyethylene 경우 성자가 충돌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평균 거리는 2 mm 정

도로 기체를 사용할 경우보다 짧아 경제 으로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다

[3.2.1-3].

 수소화합물의 경우 일반 으로 유기화합물로 탄소와 결합한 CxHy형의 화합

물이 주로 사용된다. Fig. 3.2.6은 이러한 유기화합물을 이용할 경우 핵반응

에 한 수치 인 계산에 이용될 수소와 탄소의 에 지에 따른 (n,p) 핵반응

의 성자 총반응 단면 이다.

수소의 핵반응 단면 은 감속재 계산시 자주 사용하므로 변수화하여 잘 정

리되어있다[3.2.5-7].

σnptot(mb)= 10000π[
3
D 1

+
1
D 2

]

여기서 D1=1.26E+(-1.86+0.09415E+0.0001306E
2
)
2
,  

D2=1.206+(0.4223+0.13E)2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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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분포 핵반응 단면 은 다음과 같다[3.2.5].

σ(θ cm )
np(mb/sr)= [

1+ b 1x
2

1+
b 1
3

]
σnptot
4π

(mb)

 

여기서 b 1=2(
E
90

)
2
,x= cos(θ cm)

감속재의 성능평가는 감속능률(Moderating power)로 정의하여 평가하는데, 

ξΣ t  (= ξNσ t)로 정의된다. 여기서 Σ t는 거시  단면 (Macroscopic 

cross-section)이며, N은 단 부피당 핵자수 ( polyethenen  경우  ~ 4 x 

1022/cm3  ), σ t  는 성자 반응 총핵반응 단면 , ξ(≡ log
E

E'
)는 에 지의 

변환율이다[3.2.1]. 

Fig. 3.2.7은 성자 에 지에 따른 수소와 탄소의 성자 에 지 변환율을 

충돌하는 핵자의 질량에 따라 계산한 도표이다. 이는 충돌핵자간의 질량에 

계하는 물리량이며, 1회 충돌에서 성자에 지의 감소와 련있다. ξ는 

질량 A인 핵자와 성자가 충돌할 경우는 ξ≡1+
(A-1)

2

2A
log

A-1
A+1 의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Fig. 3.2.8은  수소의  에 지에 따라 핵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성자의 물

질 안에서의 감속능률과 개수의 감소에 이용되는 거시  핵단면 의 도표이

다. 탄소의 경우는 수소에 비해 질량이 크므로 감속능률이 작아서 10%미만

의 향을 미치며, 체 인 감속재의 계산시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실

제 인(realistic)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MCNP(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Code) 등을 이용한 정 계산이 필요하며 이에 한 는 후반부

에 기술하 다.

에 지의 감속정도는 

 
E
'

E
= e

-ξΣ tT

  

식에서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T 는 흡수체의 두께, E는 최  성자 입사

에 지, E'는 감속된 성자에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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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자 개수(flux)의 감소는

 
I
'

I
= e

-Σ t T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T 는 흡수체의 두께, I  는 최  성자 입사개수, 

I'는 감속된 성자개수이다. 

Fig. 3.2.6. Nuclear reaction cross-section of the              

        hydrogen and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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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Neutron energy reduction vs. nucleus mass.

0 50 100 150 200 250 300

0.0

0.2

0.4

0.6

0.8

1.0 ξ = ln(E/E')

 

 

ξ

Atomic Mass

 

Fig. 3.2.8.  Energy reduction of the hydrogen vs. neutr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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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핵분열 물질의 성자 계측 

핵분열 물질의 집합체는 세 가지 정도의 상이한 핵반응 방식으로 성자를 

발생시킨다. Pu-240과 같이 자발 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자발  핵분열물

질(Spontaneous fission)과 Cm-242처럼 자발  핵물질 붕괴시 발생하는 알

입자가 입사하여 (α,n) 핵반응을 유발시켜 성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Induced fission), 다른 하나는 자발  핵분열과 (α,n) 핵반응에서 생성된 

성자에 의해 U-235 같은 Fissile 물질에서 성자증배가 이루어지는 핵반응

으로 구분할 수 있다[3.2.2-3]. 

 Fig. 3.2.9는 핵물질을 구별하는 실험  기법에 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시

간 인 동시성을 이용한 Shift Register(SR)를 이용하면 수 ns안에서 발생한  

다수 개의 성자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험기법은 성자원이 

되는 핵물질로부터 무작 (Accidental)으로 발생한 물리 으로 상 계가 

있는 성자 발생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단일 핵에서 1회의 분열시 방출하는 성자의 개수를 Multiplicity라고 하며, 

Cf-252 경우 평균 으로 2.8개의 성자를 동시 방출한다. 이러한 

Multiplicity는 가속기를 이용한 핵반응 실험에서 입사하는 성자 에 지에 

따른 핵반응채 에 따라 달라진다. 핵에서 동시에 방출하는 Multiplicity와 시

간  동시성을 바탕으로 측정실험 기법을 이용한 Multiplicity Shift 

Register(MSR)을 이용하면 자발  핵분열물질과  (α,n) 핵반응 유발 성자 

는 (α,n) 핵반응 유발된 유발 핵반응 생성 성자를 일부 구별할 수 있다.

Multiplicity는 사용후 핵연료경우는 소량의 핵물질을 측정할 경우 성자가 

2개가 동시 측정되는 Doubles의 개수가 부분이며 3개가 동시 측정되는 

Triples은 경우는 매우 다. 그러므로 성자계측시스템의 경우 Doubles 기

반의 핵물질 정량분석을 하는 것이 실 이다[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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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Neutron generation process and assay method of nuclea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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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He-3 기체 검출기의 물리  특성

주요 성자 검출에 이용되는 He-3 기체 검출기는 성자가 통과하는 흡수

체의 두께에 따라서 성자와의 핵반응효율이 달라지며, 성자의 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Fig. 3.2.10과 같이 속히 검출 효율이 감소한다. 검출기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검출효율은 일반 으로 증가하지만 2 인치 이상의 두께

에서는 낮은 에 지의 성자의 경우 검출효율이 포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 

이상의 두꺼운 He-3 검출기는 비경제 이다. 

성자의 검출효율을 증가시킬 목 으로 He-3 기체 내부압력을 증가시켜 사

용한다. 재 4 에서 7 기압 정도의 압력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압력이 

증가하면 성자 검출 효율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서 감마선에 한 반응

도 무시할 수 없어 성자계측기의 노이즈가 증가하게 된다. 성자의 효율

이 요시되는 시스템을 설계할 경우 부차 인 감마선 제거 시스템이 추가

로 필요하여 고가의 시스템이 될 우려가 있어 정한 압력 선정이 요하다

[3.2.2-3].

Fig. 3.2.10. Absolute detection efficiency of He-3             

         proportional gas detector for its thre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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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의 계측은 He-3 기체검출기를 이용한 우물형 성자 계수기가 사용된

다. 열 성자 검출기로서 리 사용되고 있는 He-3 기체검출기는 열 성자 

흡수 단면 이 5330 barn[3.2.2]으로 매우 높고, 열 성자 흡수 후에 각각 1

개의 양성자와 삼 수소를 생성하게 된다.

He-3 + n → H‐3 + p + 765 keV

이 반응은 발열반응으로 765 keV의 에 지는 양성자와 삼 수소의 운동에

지로 모두 나타나게 되며, 에 지를 얻은 양성자와 삼 수소는 He-3 기체를 

이온화하게 된다. He-3 검출기는 비례형 모드로 동작되며 이때 발생한 자

와 이온들은 가속되어 증배 과정을 일으키게 된다. He-3 와 성자의 반응 

확률은 입사되는 성자의 에 지에 1/E0.5 의 계로 1 인치 직경의 튜 가 

4 기압의 He-3 기체로 채워져 있을 때 열 성자(0.025 eV) 해 77 %의 계

수효율을 보이며, 100 eV 의 성자에 해서는 2 %, 10 keV 에 해서는 

0.2 %, 1 MeV 에 해서는 겨우 0.002 % 의 계측효율을 보일 정도로 거의 

열 성자에 해서만 반응한다. Fig. 2.2 는 He-3 비례형 계수기가 성자와 

반응할 때의 형 인 펄스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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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1. Differential pulse-height spectrum for thermal       

      neutrons detected by a He-3-filled counter.

Fig. 3.2.11의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full‐energy peak는 양성자와 삼 수소

의 운동에 지가 이온화 과정을 거친 후 모두 계측기내에서 계측되었을 경

우이고 (이것은 의 식의 765 keV 에 지 peak이다.), 만약 둘  하나라

도 He-3 tube 벽에 흡수 되었을 때에는 이 보다 은 에 지가 흡수되므로 

peak 왼쪽의 low‐energy tail을 이루게 된다. 양성자와 삼 수소가 생성될 

때에는 거의 back‐to‐back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둘  하나는 거의 

반드시 계측할 수 있게 된다. He-3 비례계수기에서 계수에 한 최소 계수 

에 지는 노이즈나 첩 감마선 등을 피하기 해 low‐energy tail이 끝나

는 계곡 아랫부분에 설정하게 된다. 이 게 설정된 비례계수기는 tube 바이

어스 압과 앰  gain의 변화에 해서 안정된 (약 0.1 %) 동작을 보여

다. 

Shaping 앰 의 시정수는 tube의 하 수집율을 결정함으로써 Fig. 3.2.11의 

pulse height 스펙트럼을 변화시키게 된다. 일반 으로 2 μs 보다 더 큰 시

정수로 tube에서 발생된 하를 거의 모두 수집할 수 있으며 0.1 에서 0.5 μ

s 의 시정수로는 하 손실이 많아 Fig. 3.2.11에서 보여지는 full‐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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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게 짧은 시정수의 shaping 앰 는 계수율

이 높고 감마선의 향이 커서 그 향을 없애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된다. 

0.5 μs 의 시정수가 한 에 지 분해능과 높은 계수율을 원할 때 일반

으로 사용된다. 

He-3 튜 는 일반 으로 1200 에서 1800 V 의 바이어스 압에서 동작하며, 

이 역에서는 압 증가에 따른 계수 효율 증가에 한 이득은 그 게 크

지 않게 된다 (1 %/100 V). 이 역을 벗어나면 체 하 수집율이 100 

%/100 V 정도로 하게 변하게 된다. Fig. 3.2.12는 He-3 튜 의 anode 

압 증가에 따른 계수 효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12. Typical plateau curve for a gas-filled He-3      

        counter.

He-3 기체 검출기는 안정성, 효율성, 감마선에 한 불감성 등의 이유로 능

동, 피동형 성자 계측에 리 쓰이고 있다. 직경 2.5 cm, 4 기압의 He-3 

기체검출기는 열 성자에 한 반응확률은 77 % 이나 1 MeV 감마선에 

한 반응확률은 0.01 %로 열 성자에 해서는 효율이 높고 감마선에 해

서는 반응 확률이 히 낮다.  성자 반응에 의해 기체 검출기에 달

되는 에 지는 평균 750 keV 이고 감마선 반응에 의한 자에 의해 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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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는 24 keV로서 그 비가 30 정도로 성자에 의해 달되는 에

지가 감마선에 의한 것보다 훨씬 크다. 일반 으로 루토늄과 우라늄 등이 

핵분열 할 때 성자 뿐만 아니라 감마선이 항상 같이 나오게 되는데, 핵물

질 계량 리에서는 성자만을 계측 상으로 하므로 감마선은 노이즈로 취

하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나 속 환공정 후 분리된 폐용융염의 루토늄

의 양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형 인 루토늄이나 우라늄 샘 에서 나

오는 감마 선량보다 훨씬 높은 감마 선량이 나오기 때문에 He-3 기체 검출

기가 감마 노이즈에 향을 받을 수도 있다.

Fig. 3.2.13. Gamma-ray pile-up effects for a He-3        

       proportional counter tube 2.54 cm in               

  diameter and 50.8 cm in length.

Fig. 3.2.13는 감마선량이 증가함에 따른 He-3 기체검출기(4기압 He-3, 2기

압 Ar)의 감마 pile‐up에 의한 향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감마선의 향

으로 1 R/h를 넘는 감마 선량에서는 He-3 기체 검출기는 핵물질 계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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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감마선에 의한 향을 이기 해 5 % CO2를 

포함한 Ar 기체를 넣게 되는데, 이것은 상 으로 궤도 자수가 더 많은 

Ar 기체를 임으로써 감마선에 한 반응 확률을 일 수 있는 것이다. 하

지만 Ar 기체를 이면 성자의 반응에 의한 양성자의 비행거리가 증가하

여 He-3 기체에 에 지 달이 어들게 되어 성자 반응에 의한 full‐

energy 피크의 크기가 어들게 된다. 이외에도 비행거리 증가에 따른 하 

수집시간이 증가하고 자회로의 불감시간이 35 % 정도 더 길어지게 되는 

단 이 있다.

차. 성자 검출 시스템의 물리  특성

성자 검출시스템은 성자검출기, 성자 감속체 그리고 성자원에서 발

생하는 감마선의 차폐체로 구성된다. 성자 검출기로는 He-3 기체 비례계

수기, 감속재로는 고순도 고 도의 폴리에틸 을, 감마선 차폐체는 High-Z 

물질이 일반 으로 사용되며 주로 철이나 납, 텅스텐을 사용한다.

성자 검출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도가 높고 방사화시 반감기가 짧은 

재료를 사용하여야하는데, 그 이유는 성자에 의한 재료의 방사화는 지속

으로 시스템 체의 노이즈로 작용하여 정확도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자 검출 시스템을 설계하기 하여는 시스템을 단순화한 상황에서 성

자의 거동을 보는 것이 요하다. 보다 정 한 계산을 하여 MCNP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근법은 이상 인 단순한 시스템에서 성자의 거동 경향분석을 

수행하 다. 이러한 과정은 간단한 이론 계산을 통하여 정  계산할 제원의 

역을 최소화 한 후 정 한 MCNP 계산을 수행하 다.

체 인 시스템의 경향을 보기 하여 Fig. 3.2.14와 같이 폴리에틸 과 

He-3 검출기로 이루어진 단순한 시스템에 하여 입사된 성자에 따른 

성자의 에 지 감속과 성자 개수의 변화를 계산하 다. 성자원으로는 

Cf-252의 스펙트럼을 입력으로 계산하 으며 폴리에틸 의 두께를 변화시켜

가며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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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은 두 가지의 모델에 따라 계산하 는데, 첫째는 성자가 다수의 

수소와 충돌하며 부분 충돌 후에 방각으로 지속 으로 진행한다고 가정

한 단순 흡수체 모델(Simple Absorber Model)경우이며, 둘째로는 실제 인 

경우 성자가 충돌 후에는 후방각으로 진행 정도가 무시할 수 없으므로 충

돌 후 50 %의 성자는 후방각으로 진행하는 등방  산란 모델(Isotropic 

Scattering Model)경우에 하여 수행하 다.

모델에서 성자의 개수와 에 지의 변화 확률을 수학 으로 정의하 으며, 

에 지 E와 개수 I를 가지고 두께 T를 가지는 감속체에 입사된 성자에 

하여 감속재를 통과할 확률을 Pt 로 정의하 으며 감속재 통과 후 직선상의 

검출기에 검출된다. 실제 으로 이웃하는 검출기에도 산란과정을 통하여 검

출될 확률이 있으므로 이를 Ps라 하고, 검출기에는 검출되지 않고 후방각으

로 산란할 확률이 있으므로 이를 Pl 이라 정의하 다.

그러므로 총 확률은 

     Ps + Pl + Pt = 1

만족하여야 하며, 

단순 흡수체모델 경우 성자는 모두 방각으로만 진행하므로 

    Ps = 0,

    
I'
I

= e
-Σ t T

이다.

 등방  산란모델 경우 

Ps = Pl 

         
I'
I

=
1
2
(1+e

-Σ t T)    

로 단순화할 수 있다.

 성자의 충돌 횟수당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면 Fig. 3.2.15의 결과를 얻게 

되며, 단순 흡수체의 경우는 잘 알려진 지수함수 법칙에 따르며, 등방  산

란의 경우는 충돌횟수가 많을 경우 50 %의 확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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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은 cf-252의 성자가 감속재를 통과하여 He-3 검출기에 도달하

는 성자의 스펙트럼이다. 검출기의 효율에 주로 기여하는 성자의 에 지

는 낮은 에 지의 성자이며, 감속재를 통과하는 시 에서 성자의 개수는 

으나 검출효율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

종 으로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성자에 지 스펙트럼은 Fig. 3.2.17과 같으

며, 성자 검출시스템의 설계에서 감속재의 두께 선정이 가장 요한 부분

이다.

간단한 두 모델에서 계산한 성자 검출시스템의 효율 결과는 Fig. 3.2.19에 

나타냈으며, 감속재 두께에 따른 성자의 변화경향이 반 가 됨을 보여 주

고 있다.  실제 인 성자의 두께에 따른 변화는 최 의 두께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므로[3.2.2], 성자의 충돌 후 재사용은 두 모델이 복합

으로 구성된 모델로 측되며 성자의 재상용은 50 % 이하인 것으로 상

되어 구체 인 계산은 MCNP 계산을 통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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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Simple geometry of the neutron detector for the             

       calculation of the neutron dete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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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Conceptual model for neutron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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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Probability of neutron non-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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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Energy spectrum of Cf-252 neutron just before detection in He-3 detector.



- 79 -

Fig. 3.2.18. Energy spectrum of Cf-252 vs. P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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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Difference of He-3 detector efficiency vs. P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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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실제 인 시스템 설계를 한 MCNP를 이용한 설계

실제 인 시스템의 설계는 핵반응 한 정 한 핵자료를 바탕으로 한 성자

의 물질 안에서의 거동을 추 하는 MCNP 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코드의 계산은 성자가 정지할 때까지의 궤 과 지속 인 충돌을 추 하도

록 하여 성자가 정지하는 평균 인 지 에 성자 검출기를 치시킴으로 

최 의 성자 검출 효율을 가지도록 계산을 수행한다. 

Fig. 3.2.20은 재 DUPIC 안 조치를 하여 설치 사용 인 DSNC 성자 

검출 시스템의 계산 결과이다. 이 시스템은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발생한 

성자를 정시시키는 폴리에틸  원통형 감속재와 철/텅스텐으로 제작된 원통

형 감마선 차폐체, 그리고 18개의 He-3 기체 검출기로 구성되어있다. 

검출기의 치에 따라서 동일한 검출효율을 보장받기 하여 검출기 간 

부분에는 Cd 을 설치하여 측정 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를 최소화하

다. 단일 검출기의 검출 치에 따른 성자검출효율의 차이는 성자원 치

에서 보는 효과 인 검출기의 Solid angle 변화에 기인함으로 치에 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치에 계없이 동일한 효율을 가지도록 Cd 을 

부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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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은 Cf-252 성자원에서 발생한 성자가 감속재를 통과하여 단일 

He-3 검출기에 검출될 경우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성자의 에 지 스펙트럼

이다. 체 인 성자 양을 감속과정에서 손실이 있지만 시스템 측면에서는 

검출기의 에 지에 따른 검출효율특성으로 최 화하 다.

Fig. 3.2.22는 DSNC를 구성하는 18개의 He-3 검출기를 이용한 상되는 

성자 스펙트럼이다. 단일 He-3가 Cf-252 성자원에서 발생한 성자를 검

출할 확률은 0.73 % 정도이며, 18개의 He-3 검출기에서 종합 으로 측정될 

확률은 11.9 %이며, 실험 으로 측정된 검출효율은 13.48 %로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한다. 결과 으로 시스템의 제작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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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Result of neutron reaction track in DS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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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Neutron energy spectrum of Cf-252 source and        

       detected neutron in DS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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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Neutron energy spectrum detected in 18 ea          

       He-3 gas detector of DS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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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Cf-252 성자원을 이용한 실험  이해

(1) 폴리에틸  두께 결정 실험

He-3 카운터 기반의 성자 측정시스템은  성자에 한 측정효율이 최

가 되는 에 지 역까지  성자를 감속시켜야한다. 이러한 목 으로 쓰이

는 것으로는 수소를 다량 함유하고 도가 큰 물질이 당하다. 이러한 조건

에 부합된 재료로는 수소와 탄소로 구성된 고 도 폴리에틸 이 당하다. 

Fig. 3.2.23은 일반 으로 He-3 카운터에서 측정되는 Cf-252 성자원에 

한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은 3개의 피크로 구성되어있으며, 700채 근처의 675 keV 성자흡

수 피크와 4200-650 채 역의 triton이나 proton  하나만 흡수한 경우, 그

리고 200채 이하의 감마선 역으로 구성된다.

Fig. 3.2.24와 Fig. 3.2.25는  Cf-252 성자원을 이용하여 고 도 폴리에틸

의 두께에 따른 He-3 카운터에서 측정된 스펙트럼이다.  Fig. 3.2.25에서 

성자원방향의 성자개수는 67 cm의 두께에서 최고에 이르고 이보다 두꺼운 

두께에서는  감소한다.  He-3 카운터 뒤( 성자원과 반 방향)방향으로는 

114 cm 두께이상에서 성자 검출개수가 포화됨을 보여 다. 그러므로 폴리

에틸 의 두께는 He-3 카운터를 기 으로 성자원방향으로 67 cm, 반 방

향으로는 114 cm 가 최 조건이다.  폴리에틸 의 방부 두께를 67 cm를 

고정하고 후방부의 폴리에틸 을 첨가하여 측정할 경우 후반부 폴리에틸  

두께는 114 cm 이하이지만 별 차이가 없으므로 114 cm로 보수 으로 결정

하 다. 총 폴리에틸 의 두께는 181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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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Cf-252 neutron spectrum detected in He-3       

        proportional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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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Cf-252 neutron spectrum detected in

          He-3 proportional counter vs. P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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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Experimental result of neutron detection

           efficiency vs. P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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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Experiment of PE thickness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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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3 카운터 간격 결정실험

He-3 카운터의 간격을 결정하는 실험은  카운터간의 간격을 4, 5, 6 cm에서 

수행하 다. Fig. 3.2.27은 3개의 간격에서 측정된 성자 스펙트럼들이다. 

Fig. 25는 성자의 개수결과이다.  최 간격은 5.2 cm로 결정되었으며 1cm 

간격이 변화할 때 4 %정도의 성자 검출효율이 변화한다.

Fig. 3.2.27.  Neutron spectrum vs. distance between He-3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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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Relative neutron detection efficiency vs.           

        distance between He-3 de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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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3 성자 카운터에서 감마선 향 평가 실험

He-3 검출기가 방사선  성자에 한 감도가 우수하지만, 감마선도 역시 

검출한다. 이러한 감마선의 향은 사용후 핵연료를 측정하는 환경에서는 검

출시스템에 성자에 버 가는 검출효율을 가지고 있다. He-3 카운터 치에

서 감마선 검출율을 축소할 목 으로 감마선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마

선 차폐물로는 납을 설정하 으며, 차후 납에 한 자료를 텅스텐 등 도가 

큰 물질에 한 환산자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He-3카운터의 스펙트럼에서 감마선 향 역을 확인하기 하여 두 가지 실

험을 수행하 다. 먼  최 화된 폴리에틸 두께에서 성자 스펙트럼을 측

정하고, 이를 최 화에서 벗어난 폴리에틸 두께(여기서는 38 cm 두께)에서 

성자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비교한다. Fig. 3.2.29는 측정된 스펙트럼과 두 

경우의 비를 도시하 다. 특히 200 채 이상에서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진 

으로 보아 이 역이 성자 역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실험으로는  성자원을 5 mm 정도의 납으로 차폐할 경우와 차폐

하지 않은 경우 차이를 비교하며 감마선이 주로 향을 미치는 역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2.30은 실험 결과  스펙트럼이며, 400채  이하에서는 감

마선이 주로 향을 미치는 역이다. 결론 으로 200채  이하는 감마선 

역이며, 200-400채 은 감마선과 성자가 혼합된 역이며, 400채 이상은 

성자 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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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Neutron spectrum ration for the oprimized PE        

       thickness and thin thickness(3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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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Neutron spectrum ratio for lead shielded and         

       unshielded of optimized P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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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마선차폐를 한 납 두께 결정실험

감마선 차폐를 한 납의 두께를 결정하기 하여 이론 인 계산을 먼  수

행하 다. 이 계산에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는 10년간 cooling된 핵연료를 

상으로 하 다.  스펙트럼은 ORIGEN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악티나

이드와 핵분열물질, 그리고 성자에 의한 방사화물에 따라 결과를 에 지별

로 Fig. 3.2.31에 도시하 다.

ORIGEN 코드로 계산된 사용후 핵연료의 감마선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납두

께에 따른 에 지별 감마선이 감소율을 계산하 으며, Fig. 3.2.32에 도시하

다.  계산된 ton-U당 당 감마선 방출률은 Fig. 3.2.33에 도시하 으며 

7cm 두께까지는 속한 감마선의 감소를 보이지만, 그이상의 두께에서는 지

수 인 함수형태로 감소한다. 이는 감마선은 1 MeV이하 낮은 에 지 역이 

주요 감마선이며, 7cm 정도 두께에서 부분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감마선의 당 방출률과 성자 방출률이 비슷해지는 납두께는 60 cm 정도

이다. 이 결과는 납에 의한 감마선의 차폐자료와 He-3와 감마선(1.33 barn)

과 성자(5 kbarn)의 흡수 반응 단면 을 이용하 다[3.2.9]. 시스템의 감마

선 차폐를 납 60 cm로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감마선이 He-3 스펙트럼에서 향을 미치는 역이 성자 

역보다 낮은 에 지라는 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He-3 신호에서 

낮은 에 지의 감마선을 제거하는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하면 10 cm 정도의 

납 차폐로도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리라 단된다. 이러한 기술을 용할 경

우에서 가장 요한 은 스펙트럼에서 감마선을 얼마나 효율 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다.

실험결과 감마선 차폐체의 제원은 10-60 cm의 납 차폐가 당하다고 단되

며, 신호처리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다면 10 cm 정도의 납으로도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 납( 도 11 g/cm3)은 가공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가 큰 텅스텐( 도 18g/cm3)를  이용하면 가공도 용이하며, 두

께도 일 수 있다[3.2.9].

Fig. 3.2.34에서 Fig. 3.2.36은 납차폐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34

의 스펙트럼에서 40채  이하는 낮은 에 지이거나 신호처리부분의 노이즈

로 생각된다. 감마선 역이 확실한 40-400채 의 경우 5.6 cm 이상의 두께

에서는 성자의 개수가 감마선 개수를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 다.  결론

으로 납의 두께는 최소 5.6 cm 이상 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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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에서 다소 감마선 역의 개수의 납 두께에 따른 감소경향이 지수

함수 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NaI 섬 검출기를 이

용한 감마선의 차폐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 다.

Fig. 3.2.31. Gamma-ray spectrum of spent fuel               

         calculated by ORIGE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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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Gamma-ray spectrum in He-3 counter position        

      vs. thickness of lead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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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No. of gamma-ray vs. lead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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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Neutron spectrum vs. lead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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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Experiment for determination of lead thickness by using 

Cf-252 neutr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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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Radiation detection efficiency for gamma-ray and neutr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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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마선차폐 향평가를 한 NaI 감마선 섬 검출기 측정실험

Fig. 3.2.37과 Fig. 3.2.38은 NaI 섬 검출기로 측정된 Cf-252 성자원의 감

마선 실험 경과 측정된 스펙트럼이다. 납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감마선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으며, 납이 두꺼워짐(Fig. 35에서 후면에서 면으로)에 

따라 감마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감마선의 개수를 납의 두께에 따라 측

정한 결과는 Fig. 3.2.39에 나타내었으며, 형 인 감마선의 감쇄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3.2.10].

결론 으로 Cf-252 성자원의 경우 감마선은 5.7 cm 정도의 납으로도 효율

으로 차폐할 수 있으며, 이 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감마선 역이라고 생각

된 400채  이하의 역은 성자도 포함된 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결

과 60 cm의 납 차폐물 보다는 성자와 감마선을 에 지에 한 신호처리과

정에서 선별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5.7 cm이상의 납만으로도 감마선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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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Gamma-ray shielding experiment using NaI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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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Gamma-ray spectrum of Cf-252 neutron

                    source measured by NaI detector.

Fig. 3.2.39. Comparison between gamma-ray no.              

         detected by NaI and by He-3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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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호처리과정에 따른 스펙트럼 의존성 평가 실험

He-3 카운터를 이용한 신호처리는 신호처리가 매우 요한 요소이다. 특히, 

감마선 차폐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에 지 역 선별법을 용할 경우 신

호 처리는 요하다.  신호처리 과정은 일반 으로 다음과 같다.

1) 단 신호증폭(Pre-Amplification)

2) 신호증폭(Amplification)

3) 측정(Count)

단 신호 증폭과정은 계측기에서 일차 으로 얻어진 신호를 간단한 증폭과 

shaping을 통하여 신호간의 겹침 상(pile-up)을  제거하는 과정이며, 신호 

증폭 과정은 신호를 큰 증폭률로 증폭하거나 Shaping 처리를 하여 신호의 

하를 압형태로 변형시 좋은 선형성을 보장하고 측정단계에서 압을 정

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측정단계는 압의 크기나 

시간당 개수 등을 측정하는 단계로 디지털화 된 신호처리를 수행한다.

Fig.  3.2.40은  shaping time을 0.5 - 6.0 μs 까지 변화시키면서 측정된 성

자 스펙트럼이다. 0.5 μs 에서는 스펙트럼이 충분한 모양을 가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자가 He-3와 반응하여 생성된 양성자와 삼 수소이온을 검

출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성된 이온을 검출하는 최소시

간은 2.0 μs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호처리의 shaping time도 2.0 μs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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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Neutron spectrum vs. shap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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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 설계·제작  성능 테스트

사용후핵연료와 속 환공정을 거친 핵물질은 알 , 베타, 감마, 성자 등

을 포함한 고  방사능의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이들  감마선은 Cs-137

에서 방출되는 것이 부분으로 주로 사용후핵연료의 burnup을 측정하는 

상이 되며, 성자는 수년의 냉각기간이 지나고 나면 Cm-244에서 방출되는 

자발 핵분열 성자가 90 % 이상이 되며, 냉각 기간이 길어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핵물질 계량 리의 상이 되는 우라늄과 루토늄에서도 

자발 핵분열 성자가 나오는데 그 양이 Cm-244에 비해 미미하나, Cm-244

와 Pu, U 과의 질량비는 ORIGEN 코드 계산결과와 화학분석 결과로부터 획

득 가능하므로 Cm-244를 계량함으로써 Pu, U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가. Prototype ASNC 설계/제작

He-3 기체검출기는 열 성자(0.025 eV)에 한 반응확률이 높기 때문에 핵

분열에 의한 고속 성자를 감속시켜서 He-3 튜 로 열 성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속 성자를 열 성자로 감속시키는 방법은 낮은 원자번

호의 물질과 성자를 연속 으로 탄성충돌 시켜서 성자의 운동에 지를 

여나가는 것인데, 핵물질 계량 리용으로 개발되어온 He-3 기체검출기는 

일반 으로 고 도(0.95 g/cm
2)의 폴리에틸 (CH2)을 감속재로 써왔다. 폴리

에틸 의 분자량은 14이지만 분자량 1인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7 %로 

비교  가벼운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고속 성자와 탄성충돌 하여 

성자를 감속시키는데 하다.  화학 으로 안정하며, 여러 가지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성형도 가능하여 감속재로 리 쓰이고 있다. Fig. 3.2.41은 

핵물질 계량 리에 사용되는 일반 인 우물형 He-3 기체검출기의 개념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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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Concept of typical well-typed       

         He-3 gas detector used in            

     nuclear material accounting.

He-3 가운데 구멍의 크기는 계량 리의 상이 되는 핵물질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구멍의 가장 안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납 차폐체는 핵물질에서 나

오는 감마선을 차폐하기 한 것이며 그 바깥에 고 도 폴리에틸 이 둘러

싸게 되고 그 속에 He-3 튜  여러 개가 둥 게 원을 그리며 배치되게 된

다. MCNP 코드 계산으로 결정하게 되는 설계변수로는 납 차폐체의 두께, 

납 차폐체의 외경으로부터 He-3 튜 의 심까지의 거리 등이며 우물형 검

출기가 구멍 내에서 일정한 성자 계수 효율을 갖도록 구멍 ·아래에 성

자 반사체를 두고 He-3 튜 의 길이방향 가운데 부분에 성자 흡수체를 두

게 되는데, 반사체 물질의 선택, 반사체의 두께, 성자 흡수체의 크기 등도 

설계변수가 된다. Fig. 3.2.42 (a)는 Cd 성자 흡수체를 원통형으로 He-3 튜

 주 로 둘러친 모습이고, (b)에서는 10, 20, 30 cm 길이의 Cd plate의 

한 성자원의 길이방향 치변화에 따른 He-3 기체검출기의 효율변화를 

MCNP 코드계산을 통해 얻은 그림이다. Cd plate가 없을 때에는 측정효율이 

상 으로 높지만 길이방향 변화율이 가장 크고, Cd plate의 길이가 길이질 

수록 Cd plate가 치한 심에서의 효율이 감소하여 길이방향 변화율 감소

로 인해 길이방향 측정 정확도는 향상되나 체 인 검출 효율이 감소하게 

되는 단 이 있다. 

폴리에틸

납 차폐체
He-3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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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 20cm

Ni :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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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 Neutron count efficiency of He-3 counter of 10, 20 and 30 cm  

                  length vs. source position in z-axis.

Fig. 3.2.43. NDA system designed by using MCNP cod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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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과 3.2.44은 MCNP 코드 계산을 통해 설계한 핵물질 측정장치의 

개념도와 설계도면을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최종 으로 1인치 직경의 He-3 

tube 20개, cavity의 외경으로부터 He-3 tube의 심까지 5 cm 두께의 PE, 

He-3 tube의 심으로부터 NDA 장비 외경까지 5 cm 두께의 PE, 20 cm 길

이의 Cd plate, 20 cm 길이의 흑연 반사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납이나 텅스텐 같은 감마선 차폐체가 없다는 것인데, 성자선원은 

항상 감마선을 동반하고, 특히 사용후 핵연료나 속 환체는 높은 감마 방

사능을 나타내므로 감마 pile-up에 의한 계량 리 실패가 일어나지 않기 

해서는 감마선 차폐가 필수 이라 하겠다.

Fig. 3.2.44. Plan of designed ND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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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totype ASNC 성능 테스트

(1) 납차폐체 없는 모델

Fig. 3.2.45는 제작된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

통형의 PE에 20개의 He-3 tube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 tube의 PDT 

리앰 에 연결되어 있는 HV(고 압), PDT 5 V 원, TTL 입출력 신호 

등을 한 cable 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20개의 He-3 tube와 PDT 

리앰 , PE, 바닥 성자 흑연 반사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avity 직

경 10 cm, 길이 25 cm에서 최 화 설계된 모델이다.

Fig. 3.2.45. Manufactured ND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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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Count efficiency vs. HV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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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은 HV 인가에 따른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의  효율 변화

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약 1400 V 에서부터 He-3 tube에서 발생되는 성자

에 의한 신호  일부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PDT 문턱 압을 넘어서게 되

면서 서서히 증가하고, 1500 V 에서 1700 V 까지는 HV 증가에 의한 He-3 

tube의 multiplication 이득증가에 의해 문턱 압을 넘어서게 되는 성자 신

호의 수가 많아져서 선형 으로 증가하고, 약 1800 V 근처에서는 성자에 

의한 신호가 거의 모두 수집되어 포화된 측정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약 

1900 V 이상부터는 Cf-252 성자 선원의 자발 핵불열 후 거의 동시에 발생

되는 감마선원에 의한 pile.up 신호가 PDT 문턱 압을 넘게 되어 체 인 

측정 효율이 증가 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감마선에 한 성자의 상

인 측정 효율이 감소하게 되어 핵물질 계량 리에 장애가 된다. 이 실험을 

통해 감마선 pile.up을 벗어난 한 HV 인가 압을 1850 V로 결정하

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고 감마 방사능의 사용후 핵연료나 속 환체 등의 

핵물질 계량 리에서 감마선에 의한 pile.up 증가로 인한 계량 리 실패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자의 측정 효율이 감소되는 한이 있어도 

HV 인가 압을 포화 역이 아닌 좀더 낮은 역으로 setting 할 필요가 있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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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 Comparison of Z-axial neutron count      

       efficiency between MCNP calculation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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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은 제작된 핵물질 측정장치의 길이방향 효율변화 측정결과와 

MCNP 코드 계산을 비교한 그림이다. 측정장치 아래쪽에는 흑연 성자 반

사체가 삽입되어 바닥으로 갈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럼 3.2.47에서 빨간색 부분). 측정 결과 평균 14.2%의 성자 측정효율과 길

이방향 효율 변화율이 약 20 cm 길이에서 0.25 %로서 축방향 오차를 무시

할 수 있었다. 체 인 시스템은 설계치 비 1.78 %의 오차로 설계치와 매

우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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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차폐체 있는 모델

Fig. 3.2.48. Manufactured ASNC including lead shield.

Fig. 3.2.48은 그럼 3.2.45의 측정장치에 납차폐체 삽입 후 테스트를 하는 모

습이다. 감마선 차폐를 해 납을 삽입한 것인데 그럼 3.2.46의 HV 증가에 

따른 계측 효율 변화 그래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 인 계측 효율이 

납차폐체 삽입 보다 약 5 %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납차폐체 자체는 성자를 감속하는 효과가 가벼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PE보다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열 성자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납

차폐체는 성자 흡수율이 낮아 발생된 성자를 거의 부분 PE 쪽으로 내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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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9. Count efficiency of ASNC including lead           

        shield vs. HV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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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납차폐체 삽입 후 HV 인가 테스트 결과 

납차폐체 삽입  보다 1750 V 이후의 포화 역에서 더 평평함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납차폐체 삽입 후 Cf-252 성자 선원에서 나오는 감마선이 납차

폐체에 의해 차폐되어 포화 역에서의 감마선 pile-up이 어들었기 때문이

다. 확실히 감마선 차폐에 의한 감마선 pile-up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1820 V의 HV를 인가한 후 길이방향 효율 측정 결과 19 %의 평균 효율과 

2%의 길이방향 측정오차를 획득하 다.

1820 V

Full Efficiency

1560 V

Half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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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0. Z-axial count efficiency of ASNC including       

      lead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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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9의 HV 인가에 따른 계측효율 그래 는 1750 V 이후의 포화 역

에서 비교  평탄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20개의 He-3 tube 체에 

한 평균 인 모양이다. Fig. 3.2.51은 PDT 문턱 압 조  /후의 full 

efficiency 압과 half efficiency 압에서의 계측 효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

림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개의 He-3 tube 체에 한 full 

efficiency에서의 계측 효율의 반이 되는 1560 V에서 계측 효율을 측정한 

결과 각 tube 마다 반이 되는 선으로부터 변화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높은 감마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나 속

환체를 측정할 경우 각 tube 마다 감마 pile-up에 의해 향을 받는 정도

가 모두 다르게 되어 결국 체 측정장치 시스템의 감마 pile-up에 의한 계

량 리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된다. 따라서 20개의 He-3 tube에 

해 각각의 PDT 문턱 압을 조 하여 half efficiency 압에서 모두 반 근

처의 계측 효율을 보이도록 조 하여 감마 pile-up에 비하 다. Fig. 3.2.52

는 PDT 문턱 압 조  /후의 HV 증가에 따른 계측 효율 변화를 보여주

는 그림인데, 문턱 압 조  후 체 측정장치의 계측 효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  /후의 감마 pile-up에 한 테스트를 

수행한다면 문턱 압 조 에 의한 pile-up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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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1. Neutron count efficiency (a) before PDT        

       threshold adjustment (b) after PDT                 

  threshold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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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vity 직경 변경에 따른 ASNC의 재설계

가. 24개의 He-3 tubes/PE의 MCNP 코드계산

ACP 공정의 속 환체의 크기가 직경 10 cm에서 15 cm로 변경되어 

ASNC의 cavity size를 비롯한 He-3 tube 개수, Pb shield의 두께, PE 두께 

등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직경 15 cm의 원기둥 모양의 속 환

체 20 kg은 그 높이가 약 6 cm 로서 ASNC의 cavity의 높이가 20 cm 정도

만 되어도 충분히 계량 리 할 수 있으나 공정에 투입되는 사용후 핵연료의 

rod cut 등을 계량 리 하기 해서 cavity 높이를 30 cm로 결정하 다 (실

제 cavity 높이는 50 cm이나 cavity /아래에 각각 10 cm 높이의 성자 

반사체를 삽입하게 되므로 활용가능한 cavity 높이는 30 cm가 된다). Cavity

의 직경이 증가되어 기존의 20개의 He-3 tube로 원형으로 배치하게 되면 계

수 효율 감소가 발생하여 He-3 tube 개수를 24개로 증가하 다. Fig. 3.2.53

과 3.2.54는 24개의 He-3 tube와 PE만으로  구성된 ASNC의 기하학  구조

와 MCNP 코드로 계산한 길이방향 계수 효율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Fig. 

3.2.54에서 보면 He-3 tube와 감속재인 PE만으로는 ASNC의 설계치 목표인 

14 % 계수 효율과 길이방향 오차 2 % 이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2.52. Neutron count efficiency variation               

          before/after PDT threshold adjustment            

     vs. HV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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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3. Geometry of ASNC composed of 24 ea        

       He-3 tubes and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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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4. Z-axial count efficiency of Fig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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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5. Geometry of ASNC composed of 24 ea        

       He-3 tubes, PE and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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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E 두께 최 화 (24개의 He-3 tubes/PE/Pb)

감마선 차폐를 해 Pb 차폐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충분한 차폐를 해 Pb의 

두께를 5 cm로 하 다(Fig. 3.2.55). Pb 차폐체의 두께를 5 cm로 고정하고 

PE의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계수효율을 MCNP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는

데 Pb 차폐체의 외경으로부터 He-3 tube까지의 거리가 4 cm일 때 최  효

율을 얻을 수 있었다(Fig. 3.2.56). 여기서 Pb 차폐체 두께를 고정한 상태에

서 PE 두께를 최 화 한 이유는 Pb에 의한 성자의 감속은 PE에 의한 감

속에 비해 훨씬 어서 열 성자 생성에 PE 두께에 의한 향보다 고 Pb

에 의한 성자의 손실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위: cm)

5
Pb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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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Z-axial count efficiency of Fig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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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개의 He-3 tube/PE/Pb로 구성된 ASNC의 Pb 두께 최 화

Fig. 3.2.57은 Pb의 두께 3, 4, 5 cm에 해서 PE의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계

수 효율을 MCNP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Pb

의 두께에 상 없이 Pb의 외경으로부터 He-3 tube까지의 거리가 4 cm일 때

에 최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Pb에 

의한 성자의 감속보다는 PE에 의한 감속이 지배 이어서 PE의 두께 선택

이 최 화의 건이 되는 것이다. Fig. 3.2.5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b의 두

께가 제일 작은 3 cm의 경우에 최  효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Pb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24개의 He-3 tube가 cavity 쪽으로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어 공간 으로 cover할 수 있는 solid angle이 증 되어 효율증가로 이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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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7. MCNP calculation of ASNC neutron count       

       efficiency for three Pb thickness of 3, 4              

 and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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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4개의 He-3 tube/PE/Pb/반사체로 구성된 ASNC의 MCNP 코드계산

Fig. 3.2.58. Geometry of ASNC composed of 24 ea         

       He-3 tubes, PE, Pb and Ni and Carbon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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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9. Z-axial count efficiency of Fig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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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의 그래 에서 보면 길이방향 심에서의 효율과 양 끝에서 효율

의 차이가 무 커서 길이방향 측정 오차의 목표치인 2 %를 훨씬 넘고 있는

데, 이것은 cavity의 /아래에 성자 반사체를 삽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

다. 성자 반사체로는 성자의 흡수율이 낮은 흑연이나 니  같은 물질을 

쓰게 되는데 Fig. 3.2.59의 그래 에서 보면 흑연과 니  반사체의 성자 반

사 정도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핵물질 계량 리시에 핵물질을 주로 

cavity의 쪽으로 삽입하게 되므로 쪽은 다루기 쉽게 가벼운 흑연 반사체

로 하고 아래쪽은 니 로 하 다. 이 게 구성하 을 때 길이방향의 측정 오

차가 3.3 % 는데 설계 목표치인 2%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치이다.

마. 24개의 He-3 tube/PE/Pb/반사체/흡수체로 구성된 ASNC의 흡수

체 크기 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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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0. Geometry including Cd neutron abso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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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1. Z-axial neutron count efficiency for various Cd absorber size of 60
o
, 120

o
          

   and 10, 20, 30 cm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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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목표치인 길이방향 측정 오차 2 %를 달성하기 하여  아래에 비해 

상 으로 효율값이 높은 심부분의 효율을 감소 시키고자 Cd 성자 흡

수체를 He-3 tube 표면에 부착하 다. Cd 흡수체는 Fig. 3.2.61의 (b)와 같이 

He-3 tube 표면에 cavity 심을 향하여 세로방향으로 10, 20, 30 cm 길이의 

60o, 120o 두가지에 하여 MCNP 코드를 이용하여 길이방향 계수 효율을 

구하 다. 코드 계산결과 Cd 성자 흡수체가 120o, 20 cm 일 때 길이방향 

측정오차 0.98 %로 설계 목표치 2  % 오차보다 훨씬 작은 값을 얻을 수 있

었다. 이때 길이방향 평균 계수 효율은 21.7 %로 설계 목표치 14 %이상의 

값을 얻었다.

5. 결론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물질 안 조치 연구실에서는 수년간 핵물질 계량 리 

뿐만 아니라 계량 리를 한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 개발을 해 노력

해왔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ASNC)는 사용후핵

연료, 차세 리공정에서 나오는 속 환체, 속 ingot 등의 Pu, U 계량

리를 해 prototype으로 개발된 것이다. 핵물질로부터 발생되는 성자에 

한 ASNC의 계수효율 계산은 Los Alamos National Lab.에서 개발되어 지

까지도 리 사용되고 있는 MCNP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그 설계

를 바탕으로 실제로 제작한 ASNC의 제원은 He-3 tube 20개, 고 도 PE, 

성자 반사체(흑연), 흡수체(Cd), 그리고 감마선 차폐체인 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능 테스트 결과 납차폐체 없는 모델의 경우 길이 20 cm 내에서 평

균효율 14.2 %, 길이방향 효율 변화율 0.25 % 고, 납차폐체 있는 모델의 경

우 HV 증가에 따른 계측 효율변화 측정결과 1750 V 이후의 포화 역에서 

납차폐체 없는 모델의 경우보다 감마선 pile‐up 향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납차폐체 있는 모델의 경우 30 cm 길이에서 길이방향 평

균 효율 19 %, 측정오차 2 %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납차폐체 없는 모델의 

경우보다 효율이 약 5 %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납차폐체가 성자를 거

의 흡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감속시켜서 열 성자화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PDT 문턱 압 조정 실험도 수행하 는데 조정 /후에 HV 증

가에 따른 효율변화 그래 의 모양에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향후에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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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e‐up 실험을 수행한다면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CP 공정의 속 환체 크기가 직경 10 cm에서 15 cm로 변경되어 ACP 

Hot Cell 용 ASNC를 재설계하 는데, MCNP 코드 계산 결과 cavity 직경 

증가에 따른 효율감소를 보상하기 해서 24개의 He-3 tube를 사용하 으며 

납차폐체의 두께는 3 cm, 납차폐체 외경으로부터 He-3 tube 심까지의 거

리는 4 cm로서 그 사이에 고 도 PE이 들어가게 된다. Cavity /아래에는 

흑연과 니  반사체가 각각 삽입되고 He-3 tube 가운데 20 cm 길이에서 

cavity 심방향으로 120o의 Cd 성자 흡수체를 삽입하여 30 cm 길이에서 

길이방향 평균 계수효율 21.7 %, 측정오차 0.98 %로 설계 목표치인 평균효

율 14 % 이상, 측정오차 2 % 이하를 만족하 다. 이 설계를 바탕으로 차기 

년도 과제에서 ACP Hot Cell용 ASNC를 제작할 것이다. 앞으로 더 개선되

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에 제작된 ASNC의 cable 연결선들이 무 많아 아

주 복잡하게 얽 져 있는데, 이것을 좀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납차폐체 두께의 선택에 더 신 을 기하여 고 감마 방사능의 사용후핵연료

나 속 화체의 계량 리에 문제가 없도록 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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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속 환체의 최 장방식 선정

1. 속 환체의 건식 장기  요건 설정

  가. 속 환체의 방사능   발열량 분석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방사능   발열량은 SF차세 공

정, 실증시설설계,  실증시설내에 설치될 장비 선정  속 환체의 장방

안 연구 등에서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각 분야의 연구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사용후핵연료의 조건이 다르고, 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 사용후핵연

료가 변할 것을 감안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기농축도, 연소도  냉각기간에 

따른 핵종량, 방사능   발열량을 ORIGEN2 코드로 계산하고 이를 분

석한 뒤,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1) 기  사용후핵연료 설정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속 환체의 장에 한 연구의 기 사용후핵연료를 기농축도 

4.5 wt%와 연소도 48 GWd/tU로 설정하 다. 이는 국내 발 소에서 앞으로 

사용할 핵연료가 고연소도 핵연료로 가는 것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다. 그

러나 SF차세  공정분야에서는 3 단계에 계획되어 있는 실증시험에 사용할 

사용후핵연료를 PIEF에 보 하고 있는 고리 1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세 공정장치  련된 연구에서는 형 인 14x14 핵연

료인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를 기 사용후핵연료로 설정해야 한다. 즉,  

기농축도가 3.2 wt%이고, 연소도 33 GWd/tU이며, 냉각기간은 10-20 년 

정도의 사용후핵연료다.  한편 실증시설과제에서는 실증시험시설의 보수 인 

설계를 해 이 시설에 사용할 사용후핵연료의 조건을 보수 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제에서는 기  사용후핵연료를 기농축도 3.5 wt%와 연

소도 43 GWd/tU이고 냉각기간이 5 년인 사용후핵연료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각 분야의 기 사용후핵연료로 서로 다르고, 앞으로 실증시험시설의 확

장이나 이롯 규모의 설계시에는  다른 기 사용후핵연료를 설정할 가능

성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조건에서 발생되는 핵종량이나 방사능 

  발열량을 데이터 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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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방법  데이터베이스 특성

        속 환체의 방사능 와 발열량을 분석하기 해서는 PWR 사

용후핵연료의 조건과 SF차세  공정에서 제거되는 원소을 결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기농축도, 연

소도  냉각기간에 따른 핵종량, 방사능   발열량을 계산하여 PWR 

사용후핵연료의  범 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SF차세 공

정에서 제거될 것으로 상되는 원소를 추정하여 속 환체의 핵종량, 방사

능   발열량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냉각기간은 재 

PIEF에 보  인 핵연료와 앞으로 발생하는 고연소도 핵연료를 고려서 농

도와 연소도가 낮은 경우에서부터 고농축  고연소도까지의 체 PWR 

사용후핵연료에 걸쳐서 선택했으며 기농축도와 연소도는 Table 3.3.1에 제

시된 바와 같다. 냉각기간은 SF차세  공정에서 처리하게 될 사용후핵연료

의 냉각기간을 상해서 1,  3, 5, 10, 15, 20, 40  100 년의  8 가지 경우로 

정했다.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동 원소들 에서 핵종량 측면에서 존재비

율에 높은 동 원소의 순으로 순서를 매겨서, 30 번째까지 선택하 다. 사용

후핵연료  속 환체에 존재하는 30 개 동 원소  원소별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 별도의 내부자료를 작성하여 각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3) 사용후핵연료의 질량, 방사능   발열량 데이터 베이스 구축

      차세 공정과정에서나 실증시설 설계  속 환체의 장에서는 기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설정하 지만, 기  사용후핵연료가 변경될 수도 

있고, 혹은 민감도 분석 등을 한 다양한 조건의 사용후핵연료의 구성성분

에 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를 비해서 사용후핵연료와 속

환체의 구성성분에 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 다.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

된 사용후핵연료의 기농축도와 연소도는 각각 2.1 - 5 wt%와 17 - 62 

GWd/tU 범 에서 62 개의 경우를 선택하 고, 냉각기간은 SF차세  공정에

서 취 할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을 상해서 8 가지(1,  3, 5, 10, 15, 20, 

40  100 년)로 선택하 다. ORIGEN2 코드로 계산된 사용후핵연료 구성원

소의 양을 질량, 방사능   발열량 측면에서 분류하고 각각 존재비율 혹

은 방출량 별로 등수를 매겨서 30 번째까지의 원소를 선택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 다. 동 원소에 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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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Initial Enrichments and Burnups of Spent Fuel Used in the 

Database

NO
Initial 

Enrichment 
(wt%)

Burnup 
(GWd/tU) NO

Initial 
Enrichment 

(wt%)

Burnup 
(GWd/tU)

1 21 17 32 37 50
2 21 25 33 38 35
3 32 30 34 38 40
4 32 32 35 38 41
5 32 33 36 38 45
6 32 35 37 38 50
7 32 40 38 40 40
8 32 50 39 40 41
9 33 30 40 40 43
10 33 33 41 40 45
11 33 35 42 40 48
12 33 40 43 40 50
13 33 45 44 40 55
14 33 50 45 40 60
15 35 33 46 42 40
16 35 35 47 42 43
17 35 38 48 42 45
18 35 40 49 42 48
19 35 45 50 42 50
20 35 48 51 43 40
21 35 50 52 43 43
22 35 55 53 43 45
23 35 60 54 43 48
24 36 35 55 43 49
25 36 40 56 45 40
26 36 45 57 45 43
27 36 50 58 45 45
28 37 35 59 45 48
29 37 40 60 45 50
30 37 41 61 45 55
31 37 45 62 45 60

  

    (4) 속 환체 조성에 따른 방사능   발열량

        62 가지의 기농축도와 연소도  8 가지 냉각기간의 사용후핵연료에 

해 ORIGEN2 코드로 계산한 질량, 방사능   발열량의 존재비율을 기

분자료로 사용하고, SF차세 공정과정에서 제거되는 13 개 원소(O, Te, Se, 

Br, Kr, Rb, Sr, Y, I, Xe, Cs, Ba, Pm)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 구성된 속

환체를 설정하 다. 사용후핵연료로 동일한 방법으로 속 환체에 해서도 

질량, 방사능   발열량의 각 자료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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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용후핵연료와 속 환체의 방사능   발열량 비교

        속 환체 장연구의 기 사용후핵연료인 연소도 48,000 

MWD/MTU, 기 농축도 4.5 wt.%, 냉각기간 10년인 사용후핵연료와 이를 

속 환해서 얻은 속 환체에 한 방사능 와 발열량을 Fig. 3.3.1과 

3.3.2에서 비교하 다. 냉각기간이 길어지며 따라서 방사능 와 발열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냉각기간 10 년에서의 사용후핵연료와 속 환

체의 방사능   발열량은 Table 3.3.2에 제시하 다. Table 3.3.2에서 볼 

수 있듯이 속 환체의 방사능   발열량은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발열량의 약 1/5과 1/4 이하로 나타났다. 

   

Fig. 3.3.1. Comparison of Radioactivity between 

PWR and Conditioned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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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Comparison of Thermal Power between 

PWR and Conditioned Spent Fuels. 

Table 3.3.2. Comparison of Radioactivity and Decay Heat for Spent Fuel 

and Conditioned Spent Fuel

Fuel type Radioactivity Decay heat

Spent PWR fuel 5.461E+05 Ci/tHM 1,724E+03 W/tHM

Conditioned spent fuel 1.128E+05 Ci/tHM 4.53E+02 W/tHM

Rate of decrease 20.7 % 26.3 %

 나. 속 환체의 건식 장 설계기  설정

속 환체의 건식 장 설계기 을 설정하기 하여 장과 련한 규

정들을 살펴보고, 속 환체의 건식 장 설계기  요건을 설정하 다.

   장과 련한 규정으로는 IAEA Safety Series No. 116, US 10 CFR 

Part 72 등이 있으며 표 으로는 ANSI/ANS-57.9 등이 있다. 여기서는 규정

에 하여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건식 장과 련하여 요하게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인 핵임계, 방사선, 격납, 열  재질 등을 심으로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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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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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 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3.3.1].

   (가) 개  요(Introduction)

배  (Background)

- 이 안 지침서는 사용후핵연료 장의 안 성에 한 IAEA 계획의 일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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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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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도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수, 취 , 장  인출되어야 하므로, 사용후

핵연료 장시설의 안 한 운 을 해서는 최  설계가 필수 이다. 이러

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장시설이 수명기간  정상운 조건, 상

운 사고조건, 설계기 사고조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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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

설을 용범 로 한다. 간 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장조에서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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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를 재처리 는 구처분 시까지 안 하게 장하며, 원자력시설(원

자력발 소 는 재처리시설)과 동일한 부지 혹은 독립된 부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연료가 이 지침서의 주된 

용 상이지만, 가스 냉각형 원자로에서 발생한 핵연료, 핵연료 다발 구

성품, 그리고 한 안 성분석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캐니스터(Canister)

에 재된 손상된 핵연료에도 용이 가능하다.

- Safety Guide on Fuel Handling and Storage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s는 가동 인 원자력발 소의 구성 요소로 되어있는 핵연료 장시

설에 한 설계지침을 제공하고, 고  방사성폐기물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한 설계지침은 일련의 방사성폐기물 안 기 (Radioactive 

Waste Standards, RADWASS)에 포함되어있다.

- 수송요건은 IAEA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기타 련자료에 기술되어 있으며, 장과 수송 사이의 복

된 사항은 이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다.

   (나) 일반지침(General Guidance)

사용후핵연료 장시설(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는 구 처분할 

때까지 안 하고 안정 이며 확실하게 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른 공

학  설비와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안 한 운 과 유지 여

부는 한 설계와 시공에 부분 으로 좌우된다. 공 의 건강과 안  

는 환경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후핵연료를 인수, 취 , 장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시설의 가장 요한 설계 요건이다.

-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장시설이 설계사양서에 기술된 상 수

명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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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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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방식의 습식  건식 장시설이 회원국에서 운 되고 있거나 

건설 에 있다. 각각의 설계는 다르지만, 수십년간 한 안 성이 보장

되도록 상 으로 단순하며 주로 피동식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

후핵연료 취   장작업은 비교  간단하다.

- 일반 으로, 간 장시설에 장되는 핵연료는 원자력발 소에서 일정기

간 장 후 이송되는데, 이 최  장기간  휘발성 핵종, 방사선 세기 

 잔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 장시설에 장되는 

동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은 상 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제한조

건에 근 되기 에 사고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

므로, 복잡하고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어계통이 없어도 사용후핵연료를 안

하게 취   장할 수 있다.

-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는 다른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며, 회원국 내에서의 실례도 그러하다. 이러한 설계는 설계사양서에 

기 하여 기본  안 성, 운 , 규제기 , 부지특성  제한조건, 감시, 유

지보수, 운 상태, 설계기 사고, 품질보증, 해체, 투자비용 등을 히 조

화시키기 한 반복작용을 통하여 설계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설계범 와 

상세 내용은 설계사양서로 문서화되고 장시설 운 자 는 미래의 소유

자, 규제기  등 련기 의 검토  승인을 받는다.

미임계(Subcriticality)

- 장시설 설계의 안 상 기본 목 은 체 계통에 미임계가 항상 유지되

도록 하는 것에 있다.

- 핵연료의 미임계는 다수의 설계인자와 방조처에 따라 보장되거나 향

을 받는다. 기하학 으로, 안 한 형상을 통하여 정상운   사고조건에

서도 미임계가 유지되도록 장시설을 배치  배열하고, 이와 같은 방법

만으로 미임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형 성자 흡수재 는 연

소도 신뢰성(burn-up credit) 등과 같은 추가  방안을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 장시설은 내․외부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기존 배열형상이 

임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 시키는 방향으로 변형되어 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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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운   일반사고조건에서 핵연료

의 형상을 비정상  상태로 유도하는 사고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고의 발생 확률과 상결과를 평가하

고, 모든 사고조건에서 미임계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무한증배계수(keff의 보수  계산치로 사용될 수 있는)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하여야 한다.

 (a) 규제기 이 인정하는 한 미임계 여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산과 

자료의 불확도를 포함하여 5 %의 여유도가 일반 으로 인정된다.

 (b) 각 핵연료다발 내에서의 농축도가 상이할 경우 정확한 모형화 방안을 

사용하던가, 최악조건으로 계산한 표  농축도를 가정하여야 한다.

 (c) 핵연료다발의 농축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 최  농축도의 핵연료다발을 

장시설의 설계기 으로 한다. 그러나, 고농축도 핵연료다발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핵연료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우별로 평가

하여 설계에 반 할 수 있다.

 (d) 핵연료 련 자료(설계형상, 핵자료 등)에 불확도가 있는 경우 최악조건

으로 계산된 표 값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불확도로 인한 효과를 

정량화하기 하여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e) 성자 반사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f) 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량은 최  설계용량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g) 성자 흡수재가 고정식이고 성자 흡수능력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가

상사고에 있어서는 열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만 성자 흡수재에 

한 신뢰도를 고려할 수 있다.

 (h) 핵연료다발의 성자 흡수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i) 규제기 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연성 흡수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정당성에 한 근거에는 연소도에 따른 성자 흡수능력 감

소에 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j) 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래될 수 있는 핵연료와 장 장비의 기하학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k) 상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되는 최악의 성자 감속을 고려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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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규제기 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성에 근거하여 연소도 신뢰성이 고려되

지 않는 한, 모든 핵연료는 최 반응을 일으키는 연소도와 농축도를 갖

는 핵연료로 가정하여야 한다. 연소도 신뢰성을 고려하는 것에 한 입

증자료로는 핵연료 장 의 핵분열 생성물질에 한 계산치 는 소모 

수 을 직․간 으로 확인하는 한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m) 다른 장지역의 성자 첩효과를 용하지 않기로 가정하는 경우, 

이는 한 계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구조  배치(Structure and Layout)

- 사용후핵연료 취   장계통의 배치에 련한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사용후핵연료 취   장지역에서의 비인가 출입 는 허가되지 않은 

핵연료의 인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b) 장지역은 타 운 지역의 근도로상에 치하여서는 안 된다.

 (c) 핵연료를 취 할 때 수송로는 가  짧고 직선화하여 복잡하거나 불필

요한 취 작업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d) 배치를 히 하여, 장된 핵연료  안 설비 상부로 량물을 수송

하는 필요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 배치설계에 있어서는 핵연료취 작업, 장  작업자 근과 련하여 

ALARA 원칙이 반 되도록 하여야 한다.

 (f) 핵연료취 장비  장용기의 제염과 유지보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g) 필요한 경우 핵연료  핵연료취 장비의 검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h) 핵연료  장용기의 운반과 이들의 취 장비간 운반에 필요한 공간

을 확보하여야 한다.

 (i) 장용기를 안 하게 취 하기 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하

여 별도의 장용기 하역지역 확보 는 시설 내에 용공간을 할애하

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j) 장설비의 검사  보수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를 사용하고 장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k) 손상되거나 출되는 핵연료에 한 안 한 장과 격납방법이 확보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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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비상시 인원이 시설을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배치설계에 고려하여

야 한다.

 (m) 주기 인 검사와 보수가 필요한 모든 설비로의 근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n)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과 같은 가상사고 후에도 안 한 장조건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미임계 여유도를 감소시키고, 열 달을 하시키거나, 는 검사  보

수작업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재료 부식과 설비열화 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분( , 빗물), 무기질용액, 유기질 등이 통부를 통하여 유입되

지 않도록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방사선방어(Radiation Protection)

- 장시설 설계시 IAEA Safety Series No. 115  50-SG-D9의 안 지침

과 요건에 따라 작업자와 공 에 한 방사선 방어 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 습식  건식 장시설 설계시 용되는 방사선방어 기 은 모든 원자력시

설의 경우와 동일하며,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 용할 때는 다음과 같

다.

 (a) 사용후핵연료의 취 , 장 검사  감시활동의 결과로 래되는 작업

자와 공 에의 방사선피폭량은 IAEA Safety Series No. 115에서 권고

하는 기 치를 과하여서는 안 된다.

 (b) 작업자와 공 에 한 피폭량이 ALARA 원칙을 수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c) 잠재  피폭 가능성과 피폭량이 합리 인 최 수 이 되도록 사용후핵

연료 장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취 계통의 설계시 와 같은 기 을 수하기 하여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a) 공기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이로 인한 작업자와 공 에 한 피폭을 

기 치 이하로 제한하기 하여 한 환기계통(필요시 공기여과장치

를 포함)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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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사성 유출물질의 감시용 설비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c) 사용후핵연료 취 시 오염물질의 을 허용치 이하로 제한하고, 오염

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제염방안을 설계에 반 하여야 한다.

 (d) 사용후핵연료와 용기는 온도, 불순물농도, 방사선 세기 등의 변수를 

리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취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 사용후핵연료를 취  는 장하는 지역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한 

방사선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사선 감시는 IAEA Safety 

Series No. 50-SG-D9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핵연료 취 계통지역과 인 지역에는 IAEA Safety Series No. 50-SG-D9

의 요건을 만족하는 차폐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 하여 다음 사항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

다.

 (a) 차폐설계  해석에 있어 상이 되는 모든 공간은 최  연소도  조

사후 최소 냉각기간을 가진 핵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야 한다.

 (b) 차폐장치의 통부( , 냉각계통용 통부, 장   인출용 통부)에는 

국부 인 고감마선과 성자의 집 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c) 해석시 핵연료 운반용 장비는 최 량의 핵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d) 사용후핵연료 취 장비는 부주의에 의하여 비 차폐구역으로 핵연료를 

치하거나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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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하여

야 한다. 장기간  핵연료피복 이 열화되어 체가 손되는 것을 방

지하거나, 는 장  핵연료피복 이 열화되어도 시설의 안 운 에 

문제 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방법으로 격납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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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운   사고조건시 공기  방사성물질의 격납을 하여 필요한 경

우, 환기  방출가스계통을 고려하고, 모든 격납계통에는 감시설비를 구

비하여 시설운 자가 안 한 장조건 유지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하

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 제거(Heat Removal)

-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은 핵연료의 최  장시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냉각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은 장된 핵연료와 피복 의 온

도가 규제기 의 권고치 는 승인치를 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능력

을 확보하고, 모든 설계기  사고조건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잔열제거계통은 장기간  최  장량에 의한 발생열을 제거하기에 

합하여야 하며, 장할 핵연료의 연소도와 냉각기간을 고려하여 잔열제거

에 필요한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은 시간의 경과에 따르

는 계통의 기능 하를 감안하여 잔열제거능력에 한 여유분을 포함하여

야 하며, 장시설의 최  열 용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볼트(VAULT)형 장방식과 같은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잔열은 시간 경

과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를 들어, 기에는 강제

냉각방식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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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열

제거계통을 설계에 고려하는 것이 합한 경우도 있다.

- 잔열제거계통은 핵연료 운반시 핵연료의 온도를 정치 이하로 유지하기

에 합한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  재(Materials)

-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설계는 정해진 운 기간을 기 하고, 설계수명

은 부품에 한 주기  검사, 보수, 교체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안 성 련 품목은 시설의 수명기간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능유

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안 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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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용 자재와 용 방법은 규제기 이 승인한 기술기 에 따르고, 고방사

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재에 해서는 잠재 인 방사선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다발과 직  하는 구조물 는 부품의 재질은 핵연료다

발에 합하고, 장기간  핵연료의 건 성에 해가 되는 이물질의 오

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주 환경이 핵연료와 안 성 품목에 미치는 향에 하여 상세히 검토하

여야 한다. 특히, 노출된 UO2의 산화(U3O8)로 인한 부피팽창과 입자형성 

가능성에 하여 검토하고, 추가 으로 장환경의 변화( , 습식-건식-습

식)에 의한 향도 평가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격납계통( , 피복 , 장수조 구조물, 장용기, Silo 는 

vault의 벽체와 부 ) 내․외부에의 부식성물질로 인한 향을 고려

하고, 모든 계통은 기능상실 시 래되는 방사선학  결과에 상응하는 신

뢰성을 수명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특수 설계인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신뢰성 확보방안으

로는 내구성 자재사용, 주요 구성품의 다 화, 보조계통( , 원)의 신뢰

성확보, 효과  감시계획  효율  유지보수계획(즉, 시설의 정상운 과 

부합되는 유지보수계획) 등을 사용하는 장방식 기술에 따라 설계요건으

로 규정할 수 있다.

- 표면 제염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운 상태  설계기 사고시 제염물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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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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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장비는 핵연료, 핵연료다발, 장용기 는 장용기의 손상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취 장비에는 핵연료다발의 표면에 손상을  수 있는 리한 모서리

가 없어야 한다.

 (b) 사고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한 강제  체결장비를 구비하여야 한

다.

 (c) 구동장비에는 속도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d) 원이 나갔을 경우 핵연료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사

고에 의한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면 하  경로의 다 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e) 핵연료를 안 하게 정 치시키기 하여 필요한 경우 핵연료 취 장

비는 비상시 수동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f) 핵연료다발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 제한

치 미만이 되도록 취 장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g) 취 장비는 험하거나 부 합한 운 을 방지하기 한 한 연동장

치나 물리  제한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동 는 제한장치

는 어떠한 상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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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

기 하여 지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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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를 장시설로 운반하기 하여 필요한 운반장비는 정상상태

와 사고 시 건 성을 유지하고, 사고낙하의 경우 작업자와 공 이 기 치 

이상의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핵연료 캐니스터의 격납 는 차폐 

계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한 사고낙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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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핵연료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핵연료 는 장시설에 과도한 손상

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특별 설계요건(Specific Design Requirements)

다음에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장시설에만 용되는 요건과 고려사항

을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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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 내․외부사건의 결과로 유입되거나, 재배치되는 감속

재로 인하여 래될 수 있는 미임계에 한 향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임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

이 희박함을 입증한다. 이를 하여는 부지조건을 철 히 분석하여 핵연료

가 외부환경으로부터 효과 으로 격리되어 장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해

석에 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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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는 유사한 뚜껑을 장튜  는 캐니스터에 장착하여야 한다.

- 장용기 는 Silo에 lin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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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구조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울

러 정하 , 충격하   내진하 도 고려하여야 한다.

- 정상운 , 상운 사고 후 회복과정 는 일반사고시 장용기, Silo 는 

Vault 장지역으로 는 그 지역으로부터 핵연료를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모든 방향에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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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운반용 장용기는 IAEA Safety Series ST-1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 장용기 는 Silo는 사고에 의한 복에도 안 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용기 는 Silo의 설계시 연결부 는 승인된 방수구조 는 다른 형태

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장용기 는 Silo 장지역의 기 구조물은 체 용기와 취 장비의 

량에 의하여 캐니스터의 안 성에 향을  정도의 과도한 침하가 발생

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노천상태의 건식 장시설은 지표수를 히 수집, 감시  처리할 수 있

는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시설에 핵연료 인출용 핫셀이나 다른 설비가 없는 경우, 장용기 

는 Silo는 규제기 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시 

고려하여야 한다.

- 건식 장지역과, 인근의 구성품  배 을 배치할 때 다른 감속재( , 물)

가 장된 핵연료에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사선 방어(Radiation Protection)

- 장용기, Silo, Vault는 핵연료를 장 하 을 때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선

량이 IAEA Safety Series No. 115에서 권고된 기  는 제한치를 과

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장 배치형태에서 장용기, Silo  Vault의 핵연료 장   인출 시 비

리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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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하는 격납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방사성핵종의 방출을 방지하는 방벽에

는 liner가 포함되며, 이 liner는 장용기, Silo 는 Vault 구조물의 일부

분을 형성하기도 한다.

- Vault 시설에서 공기  방사성핵종이 허용치 이상으로 발생하거나 침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장시설의 다른 지역으로 방사성핵종이 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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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부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으로는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허용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  여과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격납상태와 격납 손실을 용이하게 감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연속 

감시기능이 없는 경우, 격납의 건 성을 찰하거나 는 측정을 통하여 

주기 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열 제거(Heat Removal)

- 장시설은 핵연료 온도와 구조물의 건 성 유지에 한 설계요건을 만족

하기 하여 잔열을 주변환경으로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

다.

- 장용기, Silo 장지역 는 Vault는 열의 소산이 용이하도록 치, 건설 

는 유지되어야 하며, 악천후시 열제거능력의 하를 방지하는 방안을 포

함할 수 있다.

- 장용기, Silo  Vault에 장된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계통은 가능한 한 

피동식이고 유지보수요건이 최소인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통

의 로는 자연 류, 도  복사 상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강제순환

식 냉각계통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규제기 의 여하한 요건에도 충족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가 장용기, Silo 는 Vault 안에 기체와 같이 장되고, 핵

연료의 건 성을 하여 기체의 설계요건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규제기

의 요건에 따라 이 기체를 감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고

려한다.

자  재(Materials)

- 장용기, Silo 는 Vault는 운   한 보수 / 는 교체가 가능하

지 않는 한, 설계수명기간  상되는 제반환경  장 조건하에서 차폐 

 격납기능을 유지하기에 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기노출과 내․외부의 습도에 의한 부식, 핵분열 

생성물, 온도변화, 내부 기체발생  고방사능을 포함한다.



- 141 -

- 장용기, Silo 는 Vault와 이의 뚜껑은 화학   방사선  안 성, 기

계  충격과 열 효과에 한 한 내구성을 구비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

작하여야 한다.

- 규제기 이 승인하는 규격과 표 에 따라 자재와 장환경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핵연료와 격납의 건 성 보호에 필요한 기체환경을 유지하기 하여 핵연

료를 히 건조시켜야 한다.

취  (Handling)

- 운반용으로 설계된 용기는 수명기간  상되는 사용조건  하 조건에 

부합하는 취   인양용 장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차폐 장용기와 속의 캐니스터 구조의 건식 장시설을 설계

하는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다발의 캐니스터 장 , 캐니스터 , 그리고 

콘크리트 장용기에 캐니스터를 장입한 다음 단계인 수송에 한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송용건은 규제기 의 요건에 따라 소내 수송인 경우 

방사선 차폐용 포장(overpack), 소외 수송인 경우 차폐체와 충격흡수장치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10 CFR Part 72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기물의 독립 장시설에 한 인허가 

요건”이라는 제목하의 이 법규는 12개의 sub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하다고 단되는 5개의 subpart를 으로 살펴보았다. 이 법규는 

다른 법규와 비교하여 보면, 인허가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3.3.2].

   (가) Subpart A -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목  (Purpose)

본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독립 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장하는 것과 

련하여 원자력발 소에서 방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기타 방사성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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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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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에 지성(DOE)에 발 될 인허가를 포함한다. 

한, 이 규정은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기물을 감시와 회수가 가능

한 장시설(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installation, 이하 MRS)에 장하

는 것과 련하여 미국 에 지성이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 고  방사성폐기물과 기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 수송, 포장  보유하

기 한 인허가 발 에 하여 그 요건, 차  기 을 제정하고 있다.

범  (Scope)

 (a) 본 규정에 의하여 발 되는 인허가는 다음을 인수, 수송, 포장  보유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냉각기간이 1년 이상된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장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건설된 시설에 장할 원자력발 소에서 발

생한 사용후핵연료와, ISFSI의 사용후핵연료 장과 련된 기타 방사성

폐기물

    ○ 냉각기간이 1년 이상된 사용후핵연료 장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건설된 미국 에 지성 소유의 MRS에 장할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고체 상태의 고  방사성폐기물,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과 련된 기타의 방사성폐기물.

 (b) 본 규정  ISFSI와 련된 사항은 정주( 정을 맺은 주)의 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용되며, MRS 련사항은 미국 에 지성 

소유의 MRS에만 용된다.

 (c) 본 규정의 요건은 필요에 따라 (1) ISFSI의 사용후핵연료, (2) MRS의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기물에 한 습식  건식 장방식 모

두에 용된다.

 (d)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기 한 인허가

는 72.40항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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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WPA 제 135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에 지성은 1983년 1월 7일자로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1개 는 그 이상의 시설에 가용 장량만큼 장

하는 경우, 본 규정이 요구하는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민간부

분의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기 하여 시설

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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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행 에 한 NRC의 강제조치는 그 제공자에게 개별 으

로 용된다.

인허가 종류(License Required: Types of Licenses)

 (a)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의 인수, 취 , 장  수송에 

한 인허가에는 일반 인허가  특정 인허가의 두 가지가 있다. 본 규

정에 따른 일반 인허가는 별도의 신청이나 특정의 사업자에게 인허가 

문서를 발 하는 차 없이 유효하다. 특정 인허가는 본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발 된다.

 (b) 일반 인허가는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을 그 양에 계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본 규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

하고 일반 사업자는 특정 인허가에서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사용후핵연

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을 취득, 배달, 인수, 보유, 사용 는 수송

할 수 없다.

 (c) 특정 인허가  본 규정의 Subpart K에 따라 NRC가 발 한 일반 인허

가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도, (1) ISFSI에 장할 목 으

로 사용후핵연료를 취득, 인수 는 보유할 수 없으며, (2) MRS에 장

할 목 으로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기물, 는 고  방사성폐

기물에 련된 방사성물질을 취득, 인수 는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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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ubpart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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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는 안 성분석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안 성분석보고서에 포

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외부사고에 한 설계기 을  히 고려하여 ISFSI 는 MRS가 

치할 부지에 한 설명  안 성평가 : 이 안 성평가에는 ISFSI 는 

MRS가 설계용량으로 운 되는 경우 부지의 특성에 합하도록 설계된 

시설의 주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에 한 해석  평가를 포함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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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사항에 특별한 심을 두고 ISFSI 는 MRS 구조물에 하여 설명  

심의한 내용.

 (c) 72.40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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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성 입증을 포함.

    ○ 설계기 , 설계기 와 설계기 의 연 성.

    ○ ISFSI 는 MRS가 한 안  여유도를 갖고 설계기 에 만족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건설자재, 일반배치, 주요구조물의 크기  

안 에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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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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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FSI 는 MRS의 수명기간  정상운   상운 사고 시의 안

 여유도

    ○ 자연   인  사고 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결과를 완화하기 

하여 마련된 구조물, 계통  구성품에 한 성

 (e) 종사자 방사선피폭을 10 CFR Part 20에 규정된 기 치 이내로 제한  

리하고 피폭을 ALARA 원칙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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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라하여야 한다.

 (h) 행정직 리계통을 포함한 시설의 운 계획, 신청자의 조직  Subpart 

I에 따른 운 원 훈련계획

 (i)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으로서 그 기능의 성이나 신

뢰성이 과거의 실 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연 된 용사례에서 수집

된 성능자료 혹은 리 인정되는 공학  기술원리를 인용하여 입증할 

수 없는 품목이 ISFSI 는 MRS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구조물, 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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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2항에 따른 신청자의 비상사태 처계획

 (l) 정상운   상운 사고 시 발생되는 기체  액체 방사성물질의 방

출을 통제하기 하여 설치하는 장비에 한 자료. 이 자료는 설계목표

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ALARA 기 에 부합되고 

10 CFR Part 72의 72. 104항에 규정된 제한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ISFSI 는 MRS의정상운  시 기체  액체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것으로 상되는 주요 핵종별 연간 상 출량 평가

    ○ 방사성폐기물계통에 사용되는 장비  공정에 한 설명



- 146 -

    ○ 기체, 액체 방사성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결과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함유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포장, 장  처분방안과 

련된 일반설명

 (m) ISFSI 는 MRS의 직 방사선에 의하거나, 는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경우 리구역 외부에서 개인

에 한 잠재  선량당량에 한 해석. 가상설계기 사고의 결과로 발

생하는 직 노출, 호흡  섭취로 인한 개인 선량당량에 한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n) ISFSI 는 MRS의 구조물, 계통  구성품으로서 안 에 요한 품목

의 설계, 제작, 건설, 시험, 운 , 수정  해체에 용되고 Subpart G

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계획에 한 서술. 품질보증계획은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을 명시하고 시설의 안 운 을 보장하

기 한 행정 리계통에도 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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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하고, 신청서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하여 에 지성

의 지상시설물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수 의 안 보장장치를 ISFSI 

는 MRS에 마련한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p) 가동  시험  시운 계획에 한 서술

   (다) Subpart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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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된다

고 단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발행한다.

    ○ 신청된 ISFSI 는 MRS의 설계가 Subpart F의 요건을 만족

    ○ 시설부지가 Subpart E의 요건에 합



- 147 -

    ○ 신청된 ISFSI가 원자력발 소나 기타의 인가된 시설부지 내에 치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시설의 안 운 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음

    ○ 신청자는 훈련과 경험에 의하여 본 규정에 따라 시설을 운 할 수 

있는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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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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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과 안 을 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 인 보장을 제공

    ○ 비상계획서는 72.32항의 요건에 부합

    ○ 10 CFR Part 170의 련요건을 만족

    ○ (i) 인허가된 업무활동은 공 의 건강과 안 에 해를 주지 않고 수

행할 수 있으며, (ii) 이 업무활동은 본 규정의 용요건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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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물질 보장조치실(Office of Nuclear Materials Safety and Safeguards)

의 책임자 는 그가 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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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하는 경우, 인허가 발행을 거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러한 인정은 

10 CFR Part 51 Subpart A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평가에 근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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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의 경우에는 NWPA의 141(c)  (d)항 는 148(a)  (c)항에 따

른 평가에 근거하여야 하며, 환경비용과 환경 , 경제 , 기술   기

타의 이익을 비교평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야 한다.

 (c) 10 CFR Part 50에 따른 건설허가 발행을 포함하여 기존의 인허가 범

에 포함된 장시설의 경우 기존의 부지평가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지에 한 재평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부지평가요소는 재평가되어야 한

다.

인허가 기간 : 갱신(Duration of License : Renewal)

 (a) 본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인허가는 인허가 시 명시되는 기간동안만 유

효하다. ISFSI에 한 인허가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을 넘지 못하

며, MRS에 한 인허가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40년을 과할 수 없다. 

발행된 인허가는 기간 종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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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진술서, 보고서는 그 사항이 명확하고 특정 일 

경우, 이를 인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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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Subpart E - 부지 평가 요소(Siting Evaluation Factors)

일반 사항(General Considerations)

 (a) ISFSI 는 MRS의 안 이나 환경 향에 직 인 효과를 미칠 수 있

는 부지특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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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SFSI 는 MRS의 정지역은 시설의 안 운 에 향을  수 있는 자

연   인  외부사고의 빈도수와 심각성에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c) 설계기  외부사고는 정부지와 ISFSI 는 MRS의 설계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d) 정부지의 설계기  외부사고에 하여 그 부지에 치할 ISFSI 는 

MRS의 설계과정에서 한 보호방안이 강구될 수 없다면 그 부지는 

합하지 아니한 부지로 간주되어야 한다.

 (e) ISFSI용 정부지는 10 CFR Part 51 Subpart A, 그리고 MRS용 정부

지는 NWPA 제 141조 는 148조에 따라 인구  인구분포, 역사  그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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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teria for Radioactive Materials in Effluents and Direct Radiation from 

An ISFSI or MRS)

 (a) 정상운   상사고 시 리구역밖에 있는 개인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의한 연간피폭선량은 신기  25 mrem, 갑상선기  75 mrem, 기타 신

체조직기  25 mrem을 과하지 말아야 한다.

    ○ 방사성물질(라돈과 라돈의 붕괴 생성물 제외)의 일반 환경으로의 계획

된 방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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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에 하여 ALARA 기 에 합치시키기 한 운 상 제한조건을 설

정하여야 한다.

 (c) ISFSI 는 MRS의 운 과 련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과 직  

방사선의 양을 상기 (a)하의 제한치 기 에 부합하기 하여 운  제한치

를 설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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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폭

선량은 신 혹은 각 신체조직을 기  하여 5 rem을 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나 고  방사성폐기물을 취   장하는 시설에

서 가장 가까운 리구역의 경계까지는 최소 100 m를 유지하여야 한다.

 (c) 교통을 통제하고 공 의 건강과 안 을 보호하기 한 하고 효과

인 책이 수립된다면 리구역으로 고속도로, 철로, 는 수로가 횡단

하여도 무방하다.

   (마) Subpart F - 일반설계기 (General Design Criteria)

일반 사항(General Considerations)

 (a) 72.24항에 따라 ISFSI에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거나 MRS에 사용후핵연

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을 장하기 하여 인허가를 신청하는 때

에는 장시설의 설계기 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계기 은 72.3항에 정

의된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의 설계, 제작, 설치공사, 시

험, 유지보수  성능에 한 요건을 수립한다. 본 Subpart F에 기술된 

일반설계기 은 ISFSI 는 MRS의 설계기 에 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일반설계기 에 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인허

가 신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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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다. MRS가 습식인 경우 고화체 폐기물이 내구성이 있고 물에 용해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  요구사항(Overall Requirements)

 (a) 품질기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은 기능상 안 도에 

합한 품질기 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시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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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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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재해의 향을 견디고 안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기 는 다음사항을 반 하여야 한다.

        (ⅰ) 부지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최 치로서 자료  

자료축 기간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당한 여유도를 감안

        (ⅱ) 정상  사고조건의 향과 자연재해의 향에 한 한 조

합

        (ⅲ) ISFSI 는 MRS는 건물구조물의 량붕괴 는 이로 인한 

량물이 사용후핵연료나 고  방사성폐기물의 상부, 는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에 낙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의 설계기 와 비교하기 하

여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의 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 ISFSI 는 MRS의 부지가 주요 수자원인 수층에 치하는 경우, 

이 경로를 통하여 방사능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측정되

어야 한다.

 (c) 화재  폭발로부터 보호 :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은 발

생 가능한 화재  폭발물에도 안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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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의 감지, 경보발령  진압계통은 충분한 성능과 용량을 구비하도록 설

계하여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이 화재  폭발로 인하

여 받게되는 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 ISFSI 는 MRS가 화재

진압설비의 가동 혹은 고장으로 인하여 받는 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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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구조물, 계통  구성품의 공유 : ISFSI 는 MRS의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구성품은 타시설과 공유하여서는 안되지만, 공유 결

과, 사고 시 정상상태로의 복귀능력을 포함하여 안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하되지 않는다면 공유하여도 무방하다.

 (e) 부지의 근 성 : ISFSI 는 MRS가 다른 원자력시설과 인 하여 

치하는 경우 이들 시설의 복합운 에 따른 효과가 공 의 건강과 

안 에 해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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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하여야 한다.

 (h) 격납방벽  계통 : 

    ○ 사용후핵연료의 피복 은 장기간  감손을 방지하여 체 손

이 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는 핵연료를 인출하는 경우 장  핵

연료의 감손으로 인한 안 상 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핵연료를 격납

하여야 한다. 이 격납에는 핵연료다발 는 핵연료를 조 하게 입하

는 방법이나 기타의 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정상운  는 비정상운  시 공기  방사성입자의 

격납을 보장하기 하여 환기계통  배출가스계통을 고려하여야 한

다.

    ○ 안 한 장상태의 유지에 필요한 시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시

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격납 계통은 연속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고  방사성폐기물은 취   회수 시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량

과 방사선피폭이 10 CFR Part 20의 규정치를 과하지 않도록 포장하

고, 포장물은 인허가 기간  고  방사성폐기물의 격납이 유지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i) 장비  제어계통 : 정상운   비정상운 의 범 에 걸쳐 안 에 

요한 계통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  제어계통을 갖추어야 하며, 사고

조건에서도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장비  제어계통은 안 성분석보

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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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통제실 는 통제지역 : ISFSI 는 MRS에서 통제실이나 통제구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 원이 상주할 수 있으며, 시설의 정상운  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비정상운 이나 사고 시에는 시설의 안 통제에 필요

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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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비상용 부 시설은 체운 공정을 포함하여 정상  비상공 원간

의 환기능과 작동성을 시험할 수 있고, 련 안 계통의 작동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1차 원이 상실되는 경우, 안 장기 을 확보하고 안 장에 필

수 인 계통의 기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력을 계기류, 보조계통, 

앙보안경보계통  운 계통에 공 할 수 있는 안정 이고 즉각 인 비

상 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ISFSI 는 MRS가 다른 원자력시설 부지에 치하는 경우, 부 시

설을 공동 사용하고 물리 으로 연결할 수 있으나, 부 시설의 공동사

용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ⅰ) 안 에 요한 구조물, 계통 는 구성품의 오동작이나 사고발

생의 가능성 는 그 결과가 히 증

        (ⅱ) 각 시설의 기술사양서를 기 으로 명시된 안 여유도가 히 

감소

 (l) 회수성 : 장시설은 추후 재처리 는 처분 시 사용후핵연료나 고  

방사성폐기물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핵임계 안 기 (Criteria for Nuclear Criticality Safety)

 (a) 임계 안 성 설계 : 사용후핵연료의 취 , 포장, 운반  장계통은 항

상 미임계가 유지되고, 핵임계에 요한 조건 에서 발생 가능성이 희

박하고, 상호 독립 인 두 가지 이상의 변화가, 동시 혹은 연속 으로 

발생하기 에는 핵임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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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취 , 포장, 운반  장계통은 계산 시 사용하 던 자

료와 방법의 불확도를 고려하여 핵임계인자에 안  여유도가 포함되고, 

취 , 포장, 운반  장조건에서의 안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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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고, 고체형 성자흡수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속 인 효율성을 입증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c) 임계 감시 : 특별한 핵물질을 취 , 사용 는 장하는 지역에는 임계

사고가 발생하면 분명한 경보음을 발하는 핵임계감시계통을 설치하여야 

하나, 특별한 핵물질이 수면하에서 취  는 장되는 경우에는 수  

감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핵물질이 본 규정에 의하여 발 된 

인허가에 따른 장형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장지역에 해서는 감시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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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물, 계통  구성품은 운 , 보수  검사시 작업자에 한 피폭이 가

능한 경우, 작업자에 한 내부  외부피폭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설치, 차폐, 제어  시험하여야 하며, 설계에는 다음사항에 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근을 요하는 계통에 방사성물질의 축 방지

    ○ 근을 요하는 계통의 제염

    ○ 시설내에서 잠재  오염 는 고방사성 지역에의 근제한

    ○ 근을 요하는 지역의 오염도 측정  리

    ○ 방사성장비 인근 지역에서의 작업시간 최소화

    ○ 방사선피폭에 한 작업자의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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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방사선 경보계통 : 방사선 경보계통을 근 가능한 작업구역에 히 

설치하여 방사선과 공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기  설정치를 과

하거나 방출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제한치 이상이 되는 경

우, 작업자에게 경고를 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보계통은 검교정 

 성능시험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c) 방출물  직 방사선 감시 :

    ○ 취   장계통에 합하도록 방출물 계통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

의 함량측정방안과 물 는 공기와 같은 희석재의 유량측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 지역 내․외부의 직 방

사선 에 한 측정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d) 방출물 제어 : ISFSI 는 MRS는 정상운  시 방출물에 함유되는 방

사성물질의 출을 ALARA 원칙에 따라 제한하고 사고 시에는 방사

성물질의 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상운   

상 사고 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72.104항, 설계기  사고 

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72.106항의 제한치 이내임을 평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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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

연료 장계통, 고  방사성폐기물 장계통  사용후핵연료나 고

 방사성폐기물과 련된 방사성폐기물을 함유 는 취 하는 계

통은 정상운 과 사고시 한 안 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하

며, 다음 사항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 156 -

    ○ 안 에 요한 품목에 한 감시  시험능력

    ○ 정상운   사고조건시 방사선방어를 한 한 차폐능력

    ○ 격납계통과 격납구조

    ○ 안 의 요도에 합한 신뢰성과 시험능력을 구비한 열 제거기능

    ○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 방안

 (b) 방사물처리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 처리시설

은 장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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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비를 최소화하고 ISFSI 는 MRS를 구해체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과 

오염된 물질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 속 환체 건식 장 설계기  요건 설정

상기의 련 규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계기  요건을 설정하 다.

열(Thermal)

- 속 환체 건식 장시스템은 허용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한 잔열제거시

스템을 갖추고 핵연료 의 온도를 정상조건의 경우 150 ℃, 사고조건의 경

우 200 ℃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진발생 시에도 냉각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연 평균 기온도, 비정상 환경조건(-40 ℃～38 ℃), 냉각 공기 유입구의 

1/2이 차단된 경우, 최  열 하 (52 ℃), 콘크리트 허용온도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차폐(Shielding)

- ALARA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 외부의 방사선량율은 1주당 1 m㏜ 이내이어야 한다.

- 리구역 외부 일반인의 연간 선량 한도는 신 25 mrem, 감상선 75 

mrem, 기타 장기는 25 mrem을 넘지 않도록 방사선 차폐를 하여야 한다.



- 157 -

핵임계(Criticality)

- 데이터의 불확도가 고려된 최소 5 %의 미임계 여유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Structure)

- 토네이도(회  풍속 130 m/s), 폭풍하 (최  풍속 160 m/s), 미사일 충돌

( 량 1.8 ton, 57 m/s)를 고려하여야 한다.

- 홍수(38 m, 5.2～7.5 m/s), 폭설(3.0 ㎪), 폭발(4.2 bar), 지진(수평 0.75 g, 

수직 0.5 g)와 같은 외부 사건  취  상 낙하의 경우 구조  안 성 

 격납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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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 장방식에 한 속 환체 용성 분석 

  가.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시스템 특성    

     사용후연료의 건식 장 방식은 크게 모듈형 볼트 장방식, 횡형 콘크

리트 모듈방식, 콘크리트 장용기  속 장용기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4개 장방식에 속 환체 용성 분석을 하여 건식 장시스템 특

성을 분석하 다.

 

    (1) 모듈형 볼트 장방식 (Modular Vault Dry Storage)

    볼트 장방식(MVDS)은 Fig. 3.3.3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

된 독립 건물 내에 사용후연료 장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장하는 방식으

로 장 에 1개씩의 연료를 장하도록 되어있다. 시설계통은 사용후연료 

장 콘테이 를 포함한 장계통, 연료 취 계통, 구조설비 계통, 공정설비 

 보조계통, 기타 특수 장비  부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Fig. 3.3.3.  Layout of the Modular Vault Dry Storage.

Cranes

Foundatio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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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식은 미국, 국, 헝가리 등에서 인허가를 받아 사용 인 방식으로 

재 운 인 시설은 MAGNOX, HTGR  VVER 연료 등 다양한 핵연료를 

상으로 하고 있다. 가압 경수로  비등 경수로와 같은 경수로 연료에 한 

볼트방식 용은 1988년에 인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재까지 용된 사례는 

없다. 제작사로는 미국의 Foster Wheeler 국의 GEC-Alsthom 사가 있다. 

  국의 GEC Alsthom 사에서 KOPEC에 제출한 MVDS 개념설계보고서

[3.3.3]에 따르면 1개의 콘테이 에 4개의 PWR 연료를 장 하여 총 50개의 

콘테이 에 200 다발의 연료를 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콘테이  내부에

는 헬륨가스를 충 하며, 기  핵연료는 기 농축도는 3.7 %, 평균 연소도 

33,000 MWD/MTU, 최  연소도는 47,000 MWD/MTU로 설정하 다. 냉각기

간은 6～16년으로 하여 50개의 콘테이 에서 총 붕괴열이 150 ㎾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핵연료를 장 시 외부의 평균 기온도를 30 ℃로 고려할 때 

콘테이  표면온도는 85 ℃, 연료 의 최 온도는 약 260 ℃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장용기 방식 는 NUHOMS 방식에 비하여 열 제거 측면에서 유리

할 것으로 단된다. 

  사용후연료의 붕괴열 제거방식은 자연 류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모듈이 하나의 취  건물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료 장

을 모듈식으로 증설할 수 있다. 건식 장시설은 기존의 발 소 시설로부터 

완 히 독립될 수 있으며, 최종 처분장으로의 수송을 한 모든 연료의 재포

장 작업도 사용후연료 장조로 돌려보내지 않고도 연료 취 시설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방식은 연료의 장 허용온도에 있어서 많은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단기 냉각기간의 연료도 장이 가능하고 방사선 를 낮게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특히, 외부 차폐체의 두께 증가가 시설의 냉각능력에 향

을 주지 않으므로 냉각능력  방사선 차폐 측면에서 타 방식에 비하여 유리

한 이 이 있다. 콘테이 의 장용량이 타 방식에 비하여 어 건식 장을 

해 소요되는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한, 독립 인 형 

콘크리트 구조물  건물 내 각종 유틸리티 설비가 필요하여 건설기간이 많

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 단 이 있지만 장용량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은 향상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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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식은 사용후연료의 장을 한 볼트모듈(Vault Module), 수송용기 

수납건물  기체공 계통(N2 Gas 이용), 작업자  감시기기를 한 보건

물리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수납건물  수납시설이 필요하다. 수송

용기에 격납되어 간 장시설로 수송된 사용후연료는 수송용기 수납건물에

서 수납되어 장 의 필요한 비작업을 거쳐 차폐 장 으로 이송, 장

된다.  수납시설은 수송용기 수납건물, 수송용기 수납지역, 수납용기 비지

역, 수송용기 취 크 인  이송활차 (Transfer Cask Trolly) 등으로 구성

된다.

  볼트식의 사용후연료 장시설은 강화콘크리트 구조물인 볼트 모듈 내에 

하나의 사용후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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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연료를 

차폐 장튜 까지 이송하기 한 핵연료 취 장치  이송크 인으로 구성

된다. 여기서 차폐 장튜 는 하나의 경수로 사용후연료 집합체를 장하

며 탄소강인 상단링, 몸체  하단기 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1.25 psig의 질소가 충 된다. 

  볼트식 장방식의 기타 보조시설 등은 특별한 계통(기체공 계통 등)을 

제외하고는 습식이나 수평 모듈식과 동일하며, 차폐 장튜 의 장환경 

유지, 장환경의 압력조 , 주기 인 차폐 장튜  모니토링 등을 해 기

체공 계통이 설치된다. 기체공 계통은 고정 배 계통  질소계통으로 구

성된다. 질소계통은 차폐 장 내를 약간의 정압으로 유지하며 내부압력이 

설계기 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질소 기체를 여과기를 통하여 기로 

방출한다. 질소계통은 수납건물에 이웃해 설치되어 있으며 고정배 을 통해 

모든 차폐 장튜 에 연결된다. 기체공 용 고정배 계통은 공기나 질소계

통을 차폐 장튜 에 연결하며 각각의 차폐 장튜 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설치한 유동배 에 의해 고정 에 연결된다.

    (2) 횡형 콘크리트 모듈방식(NUHOMS)

    NUHOMS[3.3.4] 방식은 콘크리트 장모듈에 스테인 스강으로 된 캐

니스터를 수평으로 장하는 방식으로서 캐니스터에 사용후연료를 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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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도록 되어 있다. 캐니스터는 수송  장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

고 발 소에서 장모듈까지 캐니스터 운반을 하여 별도의 수송용기를 필

요로 한다. 콘크리트 모듈은 구조  차폐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콘크리트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모듈식으로 증설이 가능하며, 캐니

스터 내의 사용후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은 캐니스터와 콘크리트 모듈 

사이에 자연 류 냉각방식을 통하여 제거된다. 

  NUHOMS 방식은 크게 연료를 장 할 수 있는 차폐된 캐니스터(DSC), 캐

니스터를 장하는 수평 콘크리트모듈(HSM)  발 소에서 콘크리트 모듈

까지 캐니스터를 운반할 수 있는 Transfer Cask, 기타 수송  재장비, 보

조설비, 건식 수납시설(Transfer Cell)로 구분된다. 이 방식은 PWR  BWR 

핵연료집합체를 장할 수 있으며, Table 3.3.3은 설계기  핵연료를 나타내

고 있다. PWR 핵연료인 경우는 연소도 40,000 MWD/MTU, 냉각기간 5년인 

핵연료를 기 으로 붕괴열은 핵연료집합체 1개에 하여 1 kW이다.

Table 3.3.3. Design Basis Fuel for the Standardized NUHOMS 

System

Criteria
Value

PWR BWR

Burn-up (MWD/MTU) 40,000 35,000

Cooling time 5 years 5 years

Initial enrichment 4.0 % 4.0 %

Gamma radiation source
(photons/s per
assembly)

8.30E15 2.61E15

Neutron radiation source
(neutron/s per
assembly)

2.23E8 1.01E8

Decay heat power
(kW/assembly) 1.00 0.37

  차폐 캐니스터는 Fig. 3.3.4와 같이 내부에 핵연료집합체를 장 할 수 있는 

핵연료 장 통과 원통형 쉘, 상․하부 차폐 러그 등으로 구성된다. Table 

3.3.4는 캐니스터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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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Dry Shielded Canister.

Table 3.3.4. Description of Dry Shielded Canister

Value
Criteria PWR BWR

Fuel assemblies / DSC 24 52

Size

- Overall length
- Outside
  diameter
- Shell
  thickness

4.72 m
1.71 m
16 ㎜

4.97 m
1.71 m
16 ㎜

Heat rejection (㎾) 24.0 19.2

Internal atmosphere Helium Helium

Components

- Internal fuel basket assembly
- Cylindrical shell
- Shield plugs (top and bottom)
- Inner and outer cover plate
- Drain and fill port
- Grapple ring

Material of construction
Carbon steel internals, lead shield
plugs, and stainless steel shel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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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니스터는 PWR 핵연료집합체 24다발 는 BWR 핵연료집합체 52다발을 

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다. 표 화된 NUHOMS-24P의 캐니스터는 5년 

냉각된 PWR 핵연료를 장 할 수 있고 총 방사능 붕괴열은 24 ㎾를 기 으

로 인허가를 받았다. 치수는 외경 약 1.7 m, 길이 약 4.7 m(NUHOMS-24P)

이며, 외부 쉘의 두께는 16 ㎜이다. 캐니스터 쉘은 스테인 스강 구조물로서 

방사성물질에 한 격납 역할을 하는 압력용기이며, 내부에는 헬륨가스를 충

하여 연료를 보호한다. 차폐 러그, 스페이서   지지 과 같은 내부 

구조물 일부는 탄소강으로 제작되었으나 사용후연료와 직  하는 바스

켓 가이드 슬리  등은 스 인 스강을 사용하 다. 캐니스터는 Transfer 

Cask에 장 되어 장모듈까지 운반되며, 뚜껑과 바닥의 차폐 러그 두께

는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원통형 쉘과 뚜껑 은 격납 경계 

역할을 하며, 내부에는 사용후연료를 지지하는 바스켓 구조물로 구성되고 용

은 다   용 방식을 이용한다. 캐니스터 바닥에는 장모듈에서 수평

이동이 용이하도록 grapple ring을 부착하 다. 

  횡형 장모듈(HSM)에 한 개략도는 Fig. 3.3.5와 같이 단독으로 한 개 

단  는 두 개 단 으로 제작되어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 주

요 구조부는 하단에 2개의 공기 인입구, 상단에 공기 배출구, 바닥을 제외한 

3면에는 열 달 이 부착된 벽면, 그리고 차폐된 캐니스터 입․출구 도어 

등으로 구분되며, Transfer Cask로 운반해 온 캐니스터를 수평상태로 횡형 

장모듈에 장하게 된다. 캐니스터 내에 재된 사용후연료에서 발생되는 

열을 자연 류에 의하여 방출되도록 공기 순환계통을 설계하 고, 공기가 

히 순환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공기 입․출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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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Horizontal Storage Module.

  Table 3.3.5에는 HSM에 한 개요를 나타내며, 길이 5.8 m, 높이 4.6 m, 

폭 2.8 m의 강화 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각 HSM간의 설치 간격은 공기 통

로를 고려하여 약 1 m 정도 떨어뜨려 설치하며, 열방출과 자체 차폐효과가 

최 상태가 되도록 배치한다. 모듈사이에는 30 cm 두께의 차폐벽을 설치하

여 사용후연료 인 모듈에 작용하는 산란효과를 방지하며, 마지막에 치하

는 모듈의 외벽에는 108 cm 두께의 차폐벽을 설치한다. 모듈의 구조물은 단

일품으로 제작하여 장에서 간단히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사용후연료가 장 된 Transfer Cask는 트 일러에 의해 수평 장모듈로 

이송되며, 트 일러에는 40 Ton 용량의 5.8 m 인장길이를 갖는 유압식 램 

 정렬기능을 갖추고 있다. Fig. 3.3.6은 Transfer Cask를 횡형 모듈에 속

하여 캐니스터를 장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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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Description of Horizontal Storage Module  

Criteria Value

Capacity One DSC per HSM

Array size Single module to 2 x L module array

HSM size

 - Length

 - Height 

 - Width

PWR : 5.8 m, BWR : 6.0 m

4.6 m

2.9 m

Surface dose rate ALARA

Heat rejection capacity 24.0 kW (PWR)

Components

Reinforced concrete walls, roof and floor

DSC support structure and axial retainer

Cask docking collar, cask restraint eyes

Heat shield

Ventilation air openings (4 inlets/outlets)

Materials of construction Reinforced concrete and structural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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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Transfer Cask Docking with HSM.

Transfer Cask에 격납되어 간 장시설로 수송된 사용후연료는 Transfer 

Cask 수납시설에서 건식으로 수납되어 장 의 필요한 비작업을 거쳐 캐니

스터에 장하여 Transfer Cask에 격납한 후 장지역으로 이송하여 장한다. 

연간 최  수납용량을 만족시키기 해서 2개의 Transfer Cask를 동시에 수납

할 수 있도록 2개의 이송 격실을 두었으며 하나의 취 설비를 고려하 다. 수납

시설은 트럭베이, Transfer Cask 비실, Transfer Cask 운반실  Transfer 

Cask 합실로 구성되며 수납시설내의 주요 구조물은 Transfer Cask 취 크

인(Cask Handling Crane), Transfer Cask 이송 활차, 핵연료 취  크 인(Fuel 

Handling Crane), 사용후연료 취 기계(Fuel Handling Machine) 등이며, 추가

로 캐니스터로 사용후연료를 장 하기 해 진공건조계통  용 장비가 필

요하다. 진공 건조계통은 캐니스터 내부 건조  헬륨 충  시 이용되며, 용

장비는 수동 는 자동설비로써 차폐마개  캐니스터 뚜껑을 용 하기 

해 사용된다.

    (3) 콘크리트 장용기 방식

    콘크리트 장용기 방식은 Fig. 3.3.7과 같이 사용후연료를 속으로 

된 캐니스터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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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방식이다. 콘크리트 온도와 사용후연료 피복 의 온도를 허용치 이

내로 유지하기 하여 콘크리트 사일로의 상․하단에 공기 흡입구  배기

구를 설치하여 공기 순환에 의한 자연냉각방식을 사용한다. 표 인 콘크리

트 장용기 방식에는 Holtec International사에서 개발한 HI-STORM 100 

시스템과 Sierra Nuclear Corporation사에서 개발한 TranStorTM 시스템이 있

다. 장용기는 콘크리트 Over-Pack과 핵연료를 재하는 캐니스터로 구성

된다. 핵연료가 재된 캐니스터는 Transfer Cask에 의해 장 Pad 의 콘

크리트 Over-Pack까지 운반되어 장되거나, Transfer Cask에 의해 콘크리

트 Over-Pack에 재된 후, 콘크리트 Over-Pack 운반용 U-Tractor에 의해 

장 Pad까지 운반되어 장된다.

Fig. 3.3.7. Concrete Storage Over-Pack & Canister. 

      (가) HI-STORM 100 시스템

       HI-STORM 100[3.3.5] 시스템은 US NRC 10 CFR 72에 따라 설

계된 사용후연료 건식 장시스템으로 Fig. 3.3.8  3.3.9와 같이 용기 본체인 

콘크리트 Over-Pack과 핵연료를 재하는 다목  캐니스터(MPC)로 구성된

다. 콘크리트 Over-Pack의 상․하단에는 공기 흡기구  배기구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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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스터와 Over-Pack 사이에 공기를 순환시켜 자연냉각 시키는 냉각방식

을 갖고 있다. 용기 본체의 재질은 차폐재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재 

역할을 수행하는 탄소강으로 구성된다. 

Fig. 3.3.8. HI-STORM 100 Over-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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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Multi Purpos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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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6는 HI-STORM 100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HI-STORM 시스템은 PWR 사용후연료 24개를 재할 수 있는  MPC-24를 

재할 경우 총 량이 약 147톤으로 속용기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단

이 있다. 설계기  핵연료는 MPC-24의 경우 연소도 40,000～47,500 

MWD/MTU, 냉각기간 5～8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핵연료를 장할 수 있

도록 하 다. MPC-24의 경우 PWR 핵연료집합체 24다발에서 발생하는 붕

괴열은 26.2 ㎾로 설계되었다.

Table 3.3.6. HI-STORM 100 system

Item Description

Capacity 24 PWR / 32 PWR / 68 BWR assemblies

Component

- MPC (MPC-24, MPC-32, MPC-68)

- HI-STORM 100 Over-Pack

- HI-TRAC Transfer Cask

Weight

- HI-STORM 100 Over-Pack : 

  . with loaded MPC-24 : 147 tons 

  . without MPC : 121 tons 

- HI-TRAC Transfer Cask : 108 tons (MPC-24)

Dimension

- Concrete Over-Pack : O.D. 3,366 ㎜ × 5,874 ㎜ L

- Inner cavity : O.D. : 1,867 ㎜ × 4,864 ㎜ L

- MPC : OD. 1,737 ㎜ × 4,839 ㎜ L

Material
- Over-Pack : Carbon steel, concrete

- MPC : Stainless steel, boral (B4C + aluminum)

Cooling type Dry type (inert gas : helium)

Design basis

fuel

- Burn-up / cooling times (MPC-24)

  . 45,000 MWD/MTU / 5 years 

  . 47,500 MWD/MTU / 6 years 

- Initial enrichment : 4.0 wt.% U235 (MPC-24)

- Decay heat : 28.2 kW / Canister (MPC-24)



- 171 -

  콘크리트 Over-Pack은 핵연료가 재된 캐니스터를 장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Transfer Cask를 사용하여 발 소에서 콘크리트 장용기까지의 연

료가 장 된 캐니스터를 운반하게 된다. Fig. 3.3.10은 Transfer Cask를 보여

주고 있으며, Fig. 3.3.11은 Transfer Cask를 콘크리트 Over-Pack에 속하

여 캐니스터를 장용기에 장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Transfer Cask

는 콘크리트 Over-Pack 상부에 속하여 Transfer Cask  콘크리트 

Over-Pack에 설치된 sliding 도어를 연 후 크 인을 사용하여 캐니스터를 

장용기에 안착시켜 장하게 된다.

Fig. 3.3.10. HI-Trac Transfer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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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HI-Trac Docking with HI-STORM. 

       (나) TranStorTM 시스템

        TranStorTM[3.3.6] 시스템은 미국의 SNC에서 개발한 콘크리트 

장용기이며, VSC-24(Ventilated Storage Cask) 장용기를 개선한 용기로

서 체 인 구조  형상이 VSC-24 장용기와 유사하다. 

  Fig. 3.3.12는 TranStorTM 시스템의 콘크리트 Over-Pack과  캐니스터를 

나타내고 있다. TranStorTM 시스템은 HI-STORM 100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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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Over-Pack의 하단부에 공기 유입구를 설치하여 하단부로 유입된 

공기는 자연 류 방식에 의해 캐니스터  콘크리트 내벽을 냉각시키며 상

단부에 설치된 배출구를 통하여 방출된다.

Fig. 3.3.12. TranStorTM Storage Cask.

  이 시스템은  바스켓과 콘크리트 장용기  별도의 Transfer Cask

로 구성되며, Table 3.3.7은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장용량은 

PWR 핵연료집합체를 기 으로 24다발의 연료의 장 이 가능하고 사용후연

료 장  시 량은 약 135톤에 이른다. 장 상 기 핵연료는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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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MWD/MTU 냉각기간 5년인 PWR 핵연료집합체를 기 으로 하 고 

냉각기간이 긴 경우에는 고연소도 핵연료도 장이 가능하다.  바스켓은 

외경이 약 1.7 m이고 길이가 약 4.9 m 이며, 내부에는 헬륨가스를 충 하여 

연료의 산화를 방지하도록 하 다. 

Table 3.3.7. Description of TranStorTM System 

Item Description

Capacity 24 PWR / 61 BWR assemblies

 Component
- Sealed basket, Storage Cask

- Transfer Cask

Weight

- Storage Cask 

  . with loaded basket : 135 tons

  . without basket : 101 tons 

- Transfer Cask : 91 tons (loaded basket)

Dimension
- Concrete Over-Pack : O.D. 3,454 ㎜ × 5,651 ㎜ L

- Basket : O.D. 1,676 ㎜ × 4,883 ㎜ L

Material
- Storage Cask : Carbon steel, concrete

- Basket : Carbon steel and/or stainless steel

Cooling type Dry type (inert gas : helium)

Design basis

fuel

- Burn-up / cooling times (PWR)

 . 40,000 MWD/MTU / 5 y, 45,000 MWD/MTU / 6 y 

 . 50,000 MWD/MTU / 8 y, 60,000 MWD/MTU / 13 y 

- Initial enrichment : 3.0～4.0 wt.% U235 (MPC-24)

- Decay heat : 26 ㎾ / basket (24 PWR)

  (4) 속 장용기 방식 

  속 장용기 방식은 사용후연료를 Fig. 3.3.13과 같이 속 장용기

에 장 하여 장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수송․ 장 겸용용기 방식으로 개

발되고 있다. 속 장용기방식의 표 인 장용기는 HI-STAR 

100[3.3.7], NAC-STC[3.3.8], TN-24P, Castor V/21  MC-10 등이 있으며, 

부분 인허가를 취득하여 사용후연료 장에 이용되고 있다. Table 3.3.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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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속 장용기 황을 나타내고 있다. 속 장용기의 장용량은 

PWR 핵연료를 기 으로 21～26개의 집합체를 장 할 수 있으며, 24 PWR 

핵연료집합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용기 량은 개 100톤을 약간 상회하

며, 설계기  핵연료는 연소도 35,000～40,000 MWD/MTU, 냉각기간은 5년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 개발되는 속용기는 수송․ 장을 겸용으로 

하여 개발되는 추세이며, 별도의 운반용기가 필요 없고 발 소 내에 임시 

장하 다가 간 장시설로 이동할 경우에 유리한 이 있다. 속용기 방식

은 구조  건 성 측면에서는 콘크리트 용기방식에 비하여 유리하나 제작비

가 다소 많이 드는 단 이 있다. 

 

Table 3.3.8. State of Art for Development of Metal Cask 

Model Vendor
Storage 

capacity

Weight

(ton)

Burn-up

(MWD/

MTU)

Cooling 

time 

(years)

Decay 

heat (㎾)

HI-STAR 100 Holtec 24/32 PWR 105 40,000 5 26 

NAC-STC NAC 26 PWR 107 40,000 6.5 22

TN-24P TN 24 PWR 100 35,000 5 21

Castor V/21 GNSI 21 PWR 117 30~35,000 2~4 28

MC-10 WH 24 PWR 120 35,000 1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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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Metal Cask.

      (가) HI-STAR 100 시스템

       HI-STAR 100 시스템은 미국의 Holtec International 사에서 개발

한 수송․ 장 겸용용기로 B(U)형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용기 본

체와 보조장비로 구성되며, 용기 본체는 핵연료를 담는 다목  캐니스터와 

Over-Pack  운반사고 시 충격을 흡수하기 한 충격 완충체로 구성된다. 

보조장비는 진공건조  헬륨가스 충 장비, 승간  취 장비, 원격자동용

설비, 수송차량  트 일러 등이 있다. 

  Fig. 3.3.14는 용기의 단면을 나타내며, 용기 본체는 구조재  감마선 차

폐체 역할을 담당하는 탄소강과 성자 차폐재인 NS-4-FR로 구성된다. 구

조재는 다층의 탄소강 쉘을 용 하여 제작하 으며, 성자 차폐체인 

NS-4-FR의 열 달 특성이 좋지 않아 성자 차폐체 층에 탄소강으로 된 

열 을 설치하여 열 달이 잘 되도록 하 다. 격납 방식은 용기 본체의 뚜껑 

 용기 내부에 장 되는 캐니스터가 격납 경계를 갖는 이  격납 구조로 

설계되었다. 

  다목  캐니스터는 핵연료 basket, spacer, base plate, canister shell, lid, 

closure ring 등으로 구성된다. 재질은 구조재로 스테인 스강, 성자 흡수

재로 Boral (B4C + aluminum)을 사용하며, 뚜껑을 외부 셸에 용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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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도록 하 다. 다목  캐니스터의 설계기  온도는 정상조건에

서는 385 ℃, 사고조건 시에는 510 ℃로 설계되었고 연료  온도는 정상조건

에서 380 ℃, 가상 사고조건에서 570 ℃로 설계되었다. 내부압력은 정상  

비정상조건에서 7 bar, 사고조건에서 8.8 bar로 설계되었다. 

  Table 3.3.9는 HI-STAR 100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HI-STAR 

시스템은 24개 는 32개의 PWR 핵연료집합체를 장 할 수 있는 MPC-24 

 MPC-32, 68개의 BWR 핵연료집합체를 장 할 수 있는 MPC-68과 같은 

여러 종류의 다목  캐니스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목  캐니

스터는 수송․ 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처분에 한 인허가를 획득하 다. 

특히, MPC-32인 경우에는 연소도 이득을 고려함으로서 PWR 핵연료집합체 

32다발까지 장할 수 있다.

Table 3.3.9. Description of HI-STAR 100 System

Item Description

Capacity 24 PWR / 32 PWR / 68 BWR assemblies

Weight
- Storage cask : 105.2 tons (with loaded MPC-24)

- MPC : 35.8 tons (MPC-24)

Dimension

- Packaging (including impact limiter) : 

  O.D. 3,251 ㎜ × 7,274 ㎜ L

- Over-Pack : O.D. : 2,438 ㎜ × 5,159 ㎜ L

- MPC : OD. 1,737 ㎜ × 4,839 ㎜ L

Material

- Over-Pack : Carbon steel, NS-4-FR (neutron shield)

- MPC : Stainless steel, boral (B4C + aluminum)

- Impact limiter : honeycomb

Cooling type Dry type (inert gas : helium)

Design basis

fuel

- Burn-up / cooling times (MPC-24)

 . 40,000 MWD/MTU / 5 y, 42,500 MWD/MTU / 6 y 

 . 45,000 MWD/MTU / 7 y, 47,500 MWD/MTU / 8 y 

- Initial enrichment : 4.0 wt.% U235 (MPC-24)

- Decay heat : 26.2 kW / canister (MP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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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C-24를 장착할 경우 총 량은 약 105톤이고 MPC는 약 36톤에 이른

다. 설계기  사용후연료는 미국에서 상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핵연료의 용 

가능하며, MPC-24의 경우 연소도 40,000～47,500 MWD/MTU, 냉각기간 

5～8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다양한 핵연료를 장 할 수 있도록 하 다. 

MPC-24의 경우 PWR 핵연료집합체 24다발에서의 붕괴열은 26.2 ㎾로 설계

되었다.

 Fig. 3.3.14. Cross Section View of HI-STAR 100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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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AC-STC 장용기 

       NAC-STC는 미국의 NAC(Nuclear Assurance Corporation) 사에

서 개발하 으며, 미국에서 최 로 수송․ 장 겸용용기로 인허가를 받았다. 

장설계 분야에서는 10 CFR 72, 수송설계 분야에서는 10 CFR 71의 인허가 

항목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Table 3.3.10은 NAC-STC 장용기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이 용기는 

26 다발의 PWR 핵연료집합체를 장할 수 있으며, 핵연료 장  시 총 량

은 약 107톤에 이른다. 용기는 충격 완충체를 제외한 총 길이가 4.9 m이고 

외경이 2.5 m 이며, 내부공간의 크기는 높이가 4.2 m이고 직경이 1.8 m이다. 

용기 내부에 불활성 기체인 헬륨 가스를 충 하고 속 O-ring을 사용하여 

기 을 유지한다. 설계기  핵연료는 연소도 40,000 MWD/MTU, 기 농축

도 4.2 wt.%를 기 으로 하여 6.5년 냉각된 PWR 핵연료집합체 26다발에서

의 붕괴열은 22.1 ㎾로 설계되었다. 

  Fig. 3.3.15는 NAC-STC 장용기의 단면을 나타내며, 이 용기의 형상은 

다층으로 된 원통형으로 스테인 스강으로 된 내부  간쉘 사이에 감마

선 차폐체로 납을 주조하 다. 용기의 상․하부는 스테인 스강의 단조강으

로 되어있으며, 간 쉘과 외부 쉘에는 성자 차폐체로 Bisco 사의 진을 

주조하여 제작하 다. 성자차폐체인 진의 열 도율(k = 0.645 W/m-K)

이 낮기 때문에 성자차폐체 층 사이에 구리와 스테인 스강의 열 을 

부착하여 열 달이 잘 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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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0. Description of NAC-STC Cask 

Item Description

Capacity 26 BWR assemblies

Weight
- Stored loaded with fuel : 107 tons

- Empty : 87 tons 

Dimension
- Cask body : O.D. 2516 ㎜ × 4902 ㎜ L

- Inner cavity : O.D. : 1803 ㎜ × 4191 ㎜ L

Material

- Structural mat'l : stainless steel

- Gamma-ray shielding : lead (9.4 cm)

- Neutron shielding : NS-4-FR (14.5 cm)

- Cooling plates

  . 24 copper/s.s plates (neutron shield layer)

  . 31 steel disk, 20 aluminum disk (fuel basket)

Cooling type Dry type (inert gas : helium)

Design basis

fuel

- Burn-up : 40,000 MWD/MTU

- Cooling time : 6.5 years

- Initial enrichment : 4.2 wt.% U235 

- Decay heat : 22.1 ㎾

  한 용기 내부 cavity의 바스켓 구조물에도 steel  aluminum disk 형태

의 열 을 부착하여 내부 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을 히 열 달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바스켓은 알루미늄 에 붕소합 을 부착시킨 

구조로 핵연료를 지지 보호해주고 핵임계 안 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NAC-STC의 뚜껑설계는 이  폐계통과 내부뚜껑에 있는 배기와 배수 

출구의 보호능력도 고려하 다. 이러한 설계는 장 격납경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장 후 수송 비를 해 외부뚜껑 O-ring의 교체와 시험이 가능하다. 

내부  외부뚜껑은 수송과 장 시에 항상 장착되며, 내부 뚜껑의 O-ring과 

외부 뚜껑의 O-ring은 별도의 격납 경계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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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NAC-STC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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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속 환체 후보 장 방식의 도출

    (1) 기존 장방식에 속 환체 용성 분석

       기존의 PWR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방식에 4배의 장용량을 갖는 

속 환체를 장할 경우에 한 열 달, 핵임계, 방사선 차폐  구조  

측면에서 안 성  용 가능성을 분석하 다.

      (가) 속 환체 연료  배열 

          기존 장방식에 속 환체 용평가에서 장시스템에 한 치

수, 재질 등의 변경 없이 PWR 핵연료 바스켓에 속 환체를 용하 다. 

바스켓의 치수는 기존의 PWR 핵연료 바스켓과 같은 222 x 222 mm로 하

고 속 환체의 치수는 PWR 핵연료와 같은 214 x 214 mm, 길이는 3,800 

mm로 하 다. Table 3.3.11은 4개의 PWR 핵연료집합체를 1개의 속 환체

로 환하 을 경우 속 환체의 주요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연료  배열

은 4x4 ~ 14x14 배열을 고려하 다. Fig. 3.3.16은 4개의 PWR 핵연료를 

속 장체로 환시켜 1개의 기존 바스켓에 장 하 을 경우의 연료  배열

을 나타내며, 연료  직경은 4x4 배열인 경우 45 mm, 14x14 배열인 경우 13 

mm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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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1. General Description of Conditioned Spent    

Fuel

Weight 1,840 kg 

Volume 96,840 ㎤ 

Length 3,800 mm

Rod diameter

 - 4 x 4 array

 - 6 x 6 array

 - 8 x 8 array

 - 10 x 10 array

 - 12 x 12 array

 - 14 x 14 array

45 mm

30 mm

22.5 mm

18 mm

15 mm

13 mm

Fig. 3.3.16. Rod Array Packed with Conditioned Spent Fuel for 4 

PWR Assemblies.

(a) 4 x 4 Array (b) 14 x 14 Array

      (나) 열 달해석 평가 

           24다발의 PWR 핵연료를 장할 수 있는 HI-STAR 100 속용

기에 속 환체를 용할 경우에 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범용 열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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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코드인 Fluent[3.3.9]를 사용하여 열해석을 수행하 으며, 속 환체 연

료  배열이 연료  온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4x4 배열  

14x14 배열을 고려하 다.  

  열해석 모델은 PWR 사용후핵연료 24다발 용량의 MPC-24 다목  캐니스

터를 장착한 HI-STAR 100 장시스템을 용하 다. 해석조건은 24다발 

PWR 사용후핵연료  96다발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속 환 시킨 24다

발 속 환체를 장 시키는 경우로 하 다. HI-STAR 100 장용기의 설계

기  핵연료는 연소도 40,000 MWD/MTU, 냉각기간 5년인 PWR 핵연료집

합체를 기 으로 하여 24개의 PWR 핵연료집합체에서의 붕괴열은 26.2 kW

로 용하 다. 

  Table 3.3.12는 연소도 48,000 MWD/MTU, 기농축도 4.5 wt%를 갖는 

PWR 핵연료집합체를 속 환할 경우 PWR 핵연료집합체 1다발에 한 붕

괴열을 나타내고 있다. 속 환체 용해석에서 96다발의 PWR 핵연료에 

상당하는 속 장체의 붕괴열은 5년  10년 냉각된 핵연료를 기 으로 각

각 29.6 kW, 17.3 kW로 용하 다. 

 

Table 3.3.12. Decay Heat for PWR and Conditioned Spent Fuel

Fuel type
Cooling time 

5 years 10 years

Spent PWR fuel 1179 W 778 W

Conditioned spent fuel 308 W 180 W

Fig. 3.3.17은 Fluent 해석모델을 나타내며, 2차원 축 칭 모델을 사용하 다. 

용기 내부  외부에서는 류  복사열 달이 일어나는 것으로 모델링 하

다. 장용기의 자연 류에 한 용기내의 유동이 난류 역으로 확 되며, 

난류모델은 표  k-ε모델을 사용하 다. 용기 주변의 기온도는 고온조건인 

38 ℃로 하 으며, 용기 표면에서 최  태양열유속이 유입되는 조건을 고려

하 다. 성자차폐체 층에 탄소강의 열 을 부착하여 열 달을 향상시키

도록 하 고, 열해석 모델에서는 성자 차폐체의 등가 열 도율을 고려하

다. 열 달해석 모델에서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 과 내부 공간의 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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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복사열 달 효과를 등가열 도율로 고려한 균질화 모델[3.3.10]을 사

용하 다.

Fig. 3.3.17. Fluent Analysis Model for 

HI-STA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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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해석 방법  차에 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하여 HI-STAR 100 

장용기의 보고서에 제시된 조건에 하여 열해석을 수행하 다. Table 3.3.13

은 열해석 결과와 HI-STAR 100 장용기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과를 비교

하여 나타내고 있다. Overpack의 외부 표면온도  성자 차폐체의 온도는 

1~2 ℃ 차이로 두 가지 결과가 서로 잘 일치하 다. 한, 핵연료의 온도는 

Fluent 해석결과가 약 14 ℃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비교 으로 서로 잘 일치

하 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 용한 해석모델, 해석방법  차에 한 신

뢰성이 입증되었다.

Table 3.3.13. Temperatures between the Fluent Analysis and 

Reference Value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Fluent analysis
Reference value
(P-SAR)

 Fuel rod

 MPC basket 

 MPC outer shell surface

 MPC/overpack helium gap

 Neutron shield inner surface

 Overpack outer surface

360

358

216

170

154

124

346

345

211

167

152

123

 Ambient 38

  HI-STAR 100 장용기에 4배의 장용량을 갖는 속 장체를 용할 

경우에 한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해석모델은 PWR 해석모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 으며, 연료  배열은 4x4  14x14 조건을 고려하 다. 

    Table 3.3.14에는 HI-STAR 100 속용기에 4배의 장용량을 갖는 

속 환체 용시 연료 의 최 온도를 나타내었다. 속용기는 냉각기간 5년

인 PWR 핵연료를 기 으로 연료 의 최 온도가 350 ℃ 내외로 설계되었으

며, 비슷한 열원을 5년 냉각된 속 환체를 용할 경우 속 연료  온도

도 350 ℃ 정도로 계산되었다. 10년 냉각된 속 환체의 경우에 연료  온

도는 300 ℃ 이내로 나타났다. 캐니스터 내의 연료  배열이 4x4 배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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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료  온도가 14x14 배열의 경우에 비하여 약 10% 이상 낮게 나타났

다. Fig. 3.3.18  3.3.19는 10년 냉각된 속 환체를 용할 경우에 4x4 배

열  14x14 연료  배열에 한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용기 내부 공간의 

헬륨가스에 의한 자연 류에 의한 향으로 용기 상부에서 더 높은 온도분

포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3.3.14. Maximum Fuel Rod Temperature for Conditioned 

Spent Fuels

Cooling time

(Decay heat)

Maximum fuel rod temperature (℃)

4×4 Array 14×14 Array

5 years (29.6 kW) 342 ℃ 391 ℃

10 years (17.2 kW) 243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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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Temperature Contour for Conditioned Spent  

Fuel(4x4 array, 10 years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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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Temperature Contour for Conditioned Spent Fuel (14x14 

array, 10 years cooling).

  2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장 할 수 있는 HI-STORM 100 콘

크리트 장용기에 4배의 장용량을 갖는 속 환체를 장 시키는 경우에 

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Fig. 3.3.20은 해석모델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장용기의 핵연료집합체 

 핵연료 장 통,  캐니스터, 그리고 콘크리트 오버팩 등을 하나의 해

석모델로 구성하기 하여 단순화시킨 모델을 사용하 다.  캐니스터 내

부에는 24개의 PWR 핵연료  핵연료를 장 하기 한 장 통이 설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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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델에서는 24개의 핵연료  장 통과 동일한 체 을 갖도록 등가반지

름으로 환산하여 핵연료  장 통 역을 설정하 다. 24개 각각의 핵연료 

장 통 상하부에는 내부 유체 순환을 통한 자연냉각을 하여 hole이 있으

며, 해석모델에서도 동일한 면 을 갖도록 hole을 구성하여 상하부가 통되

도록 하 다.  캐니스터 내부에는 불활성 기체인 헬륨 가스를 고려하

으며, 헬륨 가스가 핵연료 장 통 내부를 순환하여 자연냉각 되도록 하 다. 

 캐니스터와 콘크리트 오버팩 사이에도 외부 공기 순환에 의한 자연냉

각이 일어나도록 상하부가 통되어 있다.

Fig. 3.3.20. Thermal Analysis Model for 

HI-STORM 100.

 

    Table 3.3.15에는 콘크리트 장용기에 속 환체 용시 연료 의 

최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콘크리트 용기도 5년인 냉각된 속 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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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 연료  온도가 속용기와 마찬가지로 350 ℃ 내외로 계산되었다. 캐

니스터 내의 연료  배열이 4x4 배열의 경우 연료  온도가 14x14 배열의 

경우에 비하여 약 40 ℃ 정도 낮게 나타났다. 

Table 3.3.15. Maximum Fuel Rod Temperature for Conditioned 

Spent Fuels

Cooling time

(Decay heat)

Maximum fuel rod temperature (℃)

4×4 Array 14×14 Array

5 years 

(29.6 kW)
327 ℃ 371 ℃

10 years 

(17.2 kW)
234 ℃ 260 ℃

  속 장용기  콘크리트 장용기는 냉각기간 5년인 PWR 핵연료를 기

으로 연료 의 최 온도가 350 ℃ 내외로 설계되었으며, 비슷한 열원을 5

년 냉각된 속 환체를 용할 경우 속 연료  온도도 350 ℃ 내외로 계

산되었다. 캐니스터 내의 연료  배열이 4x4 배열의 경우 연료  온도가 

14x14 배열의 경우에 비하여 약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료  배

치시 직경을 크게 할수록 복사열 달 효과가 커져 연료  온도가 낮아지는 

이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평콘크리트 모듈방식인 NUHOMS 방식의 설계기  핵연료  연료  

설계온도가 속용기  콘크리트 용기와 비슷하게 설계되었으므로 속

환체 용시 연료  온도도 이들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측된다. 

   장안 성 연구의 목표는 기존의 PWR 핵연료 장방식에 속 환체 

용을 통한 장용량 증 에 있으며, 모듈형 볼트 장방식인 MVDS 방식

은 PWR 핵연료를 용한 사례가 아직 없어 속 환체 용성 해석에서 제

외하 다. MVDS 방식은 MAGNOX 연료와 같은 속연료 혹은 HTGR 핵

연료의 장에 용되고 있으며, 냉각효율 측면에서 타 방식에 비하여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GEC Alsthom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MVDS 장방식에 PWR 핵연료 장시 연료 의 최 온도를 260 ℃ 이내

로 제한이 가능하여 열안 성 측면에서 4가지 장방식  가장 유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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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속 환체의 장 허용온도가 PWR 사용후핵연료보다 훨씬 낮은 

150 ℃으므로 기존 장방식에 4배 장용량을 갖는 속 환체의 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핵임계해석 평가 

        속 환체의 장에 합한 용기를 선택하기 해서 비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HI-STAR 100을 상으로 핵임계 안

성 분석을 수행하면서 용기구조물을 보수 인 에서 물로 간주하여 동

일한 내부 구조를 갖는 콘크리트용기인 HI-STORM에 한 안 성 평가에

도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HI-STAR 100 내부에 24 개의 핵연료 basket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의 

basket에 핵연료집합체가 1 다발씩 장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각 basket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4 다발을 속 환한 속 환체가 

장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속 환체는 PWR핵연료와 동일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속 환체 의 직경은 13 mm인 경우[3.3.11]와 반경이 매

우 큰 45 mm인 두 가지에 경우에 해 핵임계 분석을 수행하 다. 자의 

경우에는 장 랙 내에 속 환체 이 14×14로 배열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4×4로 배열된다. 후자의 경우에 한 MCNP 코드[3.3.12]의 계산모델은 Fig. 

3.3.21에 제시하 다. 바스켓 외부의 용기부분은 무시하 고, 장용기가 

장시설 내에 배열된 상태를 보수 으로 모사하기 하여 장용기가 무한배

열된 것으로 가정하 다. 실제 HI-STAR 100의 장 랙 사이에는 성자 흡

수체인 보론 이 설치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론 이 없는 것으로 가

정하 다. 계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소도 이득 용에 의한 효과가 

이를 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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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MCNP Calculation Model for HI-STAR 

100 Cask Loaded with 4×4 Array of 

Conditioned Spent Fuel.

  PWR 핵연료는 고농축  고연소도로 환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차세

공정이 실용화되었을 때에는 기 농축도 4.5 wt%  연소도 48,000 

MWD/MTU 정도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상되

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  사용후핵연료로 정하 다. 이 기  핵연료가 

5 년  10 년 냉각된 후 속으로 환된 속 환체에 한 핵임계 안

성 분석을 수행하 다. ORIGEN2 코드[3.3.13]의 계산값을 기 으로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핵종 에서 차세 공정에서 제거되는 13개 원소(O, Be, 

Te, Br, Kr, Rb, I, Xe, Sr, Y, Cs, Ba, Pm)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으로 구성

된 속 환체에 한 핵종량 데이터베이스[3.3.14]가 구축되어 있다. 이 데

이터베이스에는 Table 3.3.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속 환체에 포함된 핵

종 에서 핵종량의 존재비가 높은 순으로 30 개 핵종의 핵종량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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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단계 연구(1997 년 - 2000 년)에서 Table 3.3.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ORIGEN2 코드의 계산값에 한 95/95 신뢰도  확률을 갖는 보정인자

[3.3.15]를 결정한 바 있다. 이 보정인자를 Table 3.9.17에 제시된 핵종량 계

산값에 곱해서 보수 인 핵종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 으로 수 도를 결정하

여 MCNP 코드의 입력자료에 사용하 다. 

  HI-STAR 100은 건식 장용기로서 정상상태에서는 바스켓 내에는 포화수

증기의 수분농도 이상의 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수 인 에서 가상 인 사고로 바스켓이 침수되는 것을 가정하 다. 

즉, 바스켓 내의 공기  수분농도를 0에서 1 g/㎤까지 변화시키면서 핵임계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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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6. Isotopic Composition (g/MTHM) for PWR Spent Fuel of 

4.5 wt% Initial  Enrichment and 48 GWd/tU Burn-up  

5.0 yr 10.0 yr

U-238   9.254E+05 U-238   9.254E+05

U-235   7.199E+03 U-235   7.200E+03

U-236   5.892E+03 U-236   5.894E+03

Pu-239  5.675E+03 Pu-239  5.674E+03

Pu-240  2.731E+03 Pu-240  2.738E+03

Nd-144  2.056E+03 Nd-144  2.062E+03

Ce-140  1.810E+03 Ce-140  1.810E+03

La-139  1.773E+03 La-139  1.773E+03

Ce-142  1.652E+03 Ce-142  1.652E+03

Pr-141  1.620E+03 Pr-141  1.620E+03

Mo-100  1.348E+03 Mo-100  1.348E+03

Mo-98   1.183E+03 Mo-98   1.183E+03

Zr-96   1.172E+03 Zr-96   1.172E+03

Mo-97   1.152E+03 Mo-97   1.152E+03

Ru-102  1.116E+03 Ru-102  1.116E+03

Zr-94   1.101E+03 Zr-94   1.101E+03

Ru-101  1.100E+03 Ru-101  1.100E+03

Mo-95   1.094E+03 Mo-95   1.094E+03

Tc-99   1.094E+03 Tc-99   1.094E+03

Pu-241  1.082E+03 Zr-93   1.061E+03

Zr-93   1.061E+03 Nd-146  1.041E+03

Nd-146  1.041E+03 Nd-143  1.035E+03

Nd-143  1.035E+03 Zr-92   9.540E+02

Zr-92   9.540E+02 Nd-145  9.504E+02

Nd-145  9.504E+02 Zr-91   8.838E+02

Zr-91   8.838E+02 Pu-241  8.508E+02

Np-237  8.260E+02 Np-237  8.295E+02

Ru-104  7.499E+02 Ru-104  7.499E+02

Pu-242  6.191E+02 Pu-242  6.191E+02

Rh-103  5.644E+02 Rh-103  5.644E+02

SUMOF30 9.759E+05 SUMOF30 9.757E+05

TOTAL   9.824E+05 TOTAL   9.825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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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7. Correction Factors for Isotopic Compositions 

Nuclide

(Cal.-Exp.)/Exp
Tolerance limit 

Factor(T)
*

Correction 

Factor(f)
**Data # Average ( X ) Std. dev.(s)

232U 9 -0.112 0.246 3.031 0.61
234U 9  0.097 0.057 3.031 0.79
235U 25 -0.007 0.035 2.292 1.10
236U 25  0.003 0.029 2.292 0.94
238U 19 -0.003 0.005 2.423 0.99
237Np 15  0.094 0.091 2.566 0.75
236Pu 3 -0.181 0.522 7.656 0.21
238Pu 25 -0.072 0.086 2.292 0.89
239Pu 25 -0.008 0.057 2.292 1.16
240Pu 25  0.009 0.035 2.292 0.92
241Pu 25 -0.014 0.072 2.292 1.22
242Pu 21 -0.127 0.057 2.371 0.99
241Am 15 -0.091 0.077 2.566 0.90
243Am 9 -0.252 0.161 3.031 0.81
242Cm 14  0.145 0.671 2.671 0.34
243Cm 3  0.260 0.091 7.656 1.78
244Cm 15 -0.292 0.143 2.566 0.93

243ACm1) 6 -0.056 0.046 3.708 0.90
79Se 6  5.567 0.348 3.708 0.13
90Sr 6  0.014 0.027 3.708 0.90
99Tc 10  0.045 0.044 2.911 0.85
106Ru 9 -0.063 0.084 3.031 0.84
126Sb 3  3.303 0.094 7.656 0.20
125Sb 9  1.064 0.161 3.031 0.39
129I 3 -0.098 0.037 7.656 0.84

133Cs 3 -0.004 0.003 7.656 0.98
134Cs 12  0.002 0.141 2.736 0.72
135Cs 6 -0.229 0.090 3.708 0.91
137Cs 19 -0.018 0.032 2.423 0.94
144Ce 9 -0.083 0.088 3.031 0.85
144Nd 12  0.024 0.022 2.736 0.92
145Nd 13  0.021 0.021 2.671 0.93
146Nd 11  0.028 0.013 2.815 0.94
148Nd 12  0.033 0.009 2.736 0.95
150Nd 12  0.039 0.009 2.736 0.94

147APm2) 3 -0.275 0.046 7.656 0.93
148Sm 3  0.022 0.052 7.656 0.74
149Sm 3  0.002 0.132 7.656 0.50
150Sm 3  0.096 0.046 7.656 0.69
152Sm 3  0.204 0.038 7.656 0.67

151ASm3) 3  0.332 0.124 7.656 0.44
154ASm4) 3  0.350 0.070 7.656 0.53
155AEu5) 3  1.094 0.139 7.656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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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Tolerance limit factor at a 95 % probability with a 95 % confidence level.

**f is obtained from taking the upper bound of X ±Ts for fissile material and the lower bound for neutron 

poisons material(non-fissile material).   

1) 243Cm+ 244Cm , 2) 147Pm+ 147Sm , 3) 151Sm+ 151Eu , 4) 154Sm+ 154Eu+ 154Cd , 5) 155Eu + 155Gd  

  5 년 냉각되는 경우에 4×4  14×14 배열에 한 계산 결과는 Table 

3.3.18과 같다. MCNP 코드의 계산결과와 표 편차  산코드의 계산편차

를 고려하여 최 핵임계도값은 다음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keff(max.) = keff (cal.) + 2σ(cal.) + 0.02 (MCNP cal. error) …… (1)

식(1)에서 MCNP 코드의 오차는 기존의 검증계산결과을 고려해서 보수

으로 정한 것이다. 식(1)에 근거해서 결정된 최 핵임계도 값은 Table 

3.2.19의 하단에 제시하 다.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배열에 한 최  핵

임계도값은 각각 0.861  0.789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장시설의 핵임계도 

허용한계치(keff=0.95)보다 매우 작다. 이를 통하여 속 환체를 HI-STAR 

100 혹은 HI-STORM 용기에 장 하여 장했을 때, 가상사고조건하에서도 

미임계 상태를 유지함을 확인하 다. 10년 냉각된 경우에는  5 년 냉각의 경

우보다 핵임계도값이 더 작게 계산되었으며, 따라서 핵임계 에서 안 성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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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8. Keff for HI-STAR 100 Cask Loaded with 4×4 and 14×14 

Arrays of Conditioned Spent Fuels

Water 

Conc.(g/cm3)

4x4 Array, 5 Yr Cooling 14x14 Array, 5 Yr Cooling

keff σ keff σ

0.1 0.67718 0.00196 0.65890 0.00210

0.2 0.70239 0.00234 0.65506 0.00247

0.3 0.72482 0.00257 0.67108 0.00241

0.5 0.77589 0.00232 0.71243 0.00212

0.7 0.80457 0.00267 0.74907 0.00245

0.9 0.82535 0.00280 0.77356 0.00260

1.0
0.83518

(0.82783)*

0.00267

(0.00318)*

0.78101

(0.77302)*

0.00279

(0.00263)*

keff(Max.)
**

0.861 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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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사선차폐해석 평가   

           PWR 사용후핵연료를 속 환할 경우 속 환체의 방사능은 

사용후핵연료 방사능의 약 1/4에 해당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HI-STAR 100의 각 캐니스터에 사용후핵연료집합체 4 다발을 속 환하여 

얻은 속 장체를 장하는 경우를 가상하 다. 이 경우 속 환체가 장

된 각 캐니스터의 방사능은 사용후핵연료를 장한 경우와 거의 동일한 방

사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속 환체를 HI-STAR 100이나 HI-STORM 100 

용기에 장 하는 경우에 한 차폐해석 결과는 기존의 사용후핵연료의 장

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HI-STAR 100과 HI-STORM 100 시

스템은 인허가시 차페분야에 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 용기에 속 환

체를 장한 경우에는 차폐 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추정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의 기 사용후핵연료는 HI-STAR 100에서 인허가 받은 사용후핵연

료보다 연소도가 약간 높기 때문에 차폐체를 약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지만, 재 연구 목표인 합한 장용기의 도출의 목 을 달성하는데 있

어서는 차폐분야가 큰 건이 되지 않는다고 단된다. 

      (마) 구조해석 평가 

          장용량을 4배로 증 시 내부 핵연료의 량이 약 2.8배로 증가

하여 모든 장방식에서 구조 인 건 성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구조재 보

강이 필요하다. 량 증가에 따른 구조 안 성에 요한 조건을 상으로 기

존 방식의 치수  구조변경을 통하여 속 환체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 후보 장 방식의 도출

      (가) 장방식별 특성비교

          기존의 속용기, 콘크리트 장용기  NUHOMS 방식에서 연

료 의 온도는 부분 300 ~ 350 ℃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들 방식에 속

환체 용시에도 연료  온도가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 다. 따라서 열

인 안 성 측면에서 이들 3가지 방식은 공통된 문제 을 갖고 있다.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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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핵임계 안 성 측면에서도 기존 장방식이 최 화 설계에 주안

을 두었으며, 속 환체 용시 차폐체 는 성자흡수재 보완  속

환체의 한 배열을 통하여 4배의 장용량 증 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 구조  건 성 측면에서는 행 장용량을 4배로 증 시 내부 핵연료 

량 증가로 인하여 체 기존 장방식에 구조  보강이 요구된다.

  후보 장방식 도출은 안 성  경제성, 용성 등을 고려하 으며, Table 

3.3.19에는 장방식별 특징  장단 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속용기는 

용기 자체가 격납경계를 가지며,  캐니스터를 장착할 경우 2  격납구조

를 갖는 반면 콘크리트 용기  모듈방식 등은  캐니스터 자체에서만 

격납경계를 가지므로 격납 건 성 측면에서는 속용기 방식이 유리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냉각방식은 속용기의 경우 폐 공간내의 자연 류 방식이

므로 냉각효율 측면에서 콘크리트 용기 는 모듈방식에 비하여 떨어지며, 

특히 볼트 장방식의 경우 공기 순환을 한 덕트가 설치되어 타 방식에 

비하여 냉각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  안 성 측면에서는 

속용기가 유리하나 수송. 장을 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차폐체를 증가시킬 경

우 량이 증가하는 문제 이 있으므로 방사선 차폐측면에서는 콘크리트 방

식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용사례를 보면 속용기, 콘크리트용기  

NUHOMS 방식은 PWR 핵연료의 건식 장에 리 용되고 있으나 

MVDS 방식은 속연료 는 단기냉각 연료에 용되고 있다. 속용기 방

식은 별도의 운반용기가 필요 없으나 콘크리트 용기  모듈방식은 별도의 

용기가 필요로 한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장용량이 장규모가 클 경우에는 콘크리트 용기 

는 NUHOMS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속용기, 콘크리트 용기  

NUHOMS 방식은 연료 의 최 온도가 약 350 ℃로 설계되었으나, GEC 

Alsthom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MVDS 방식에 PWR 핵연료 용시 

연료  온도를 260 ℃로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냉각효율 측면에서 MVDS 

방식이 장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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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9. Comparison of System Characteristics for Dry Storage 

System

Item Metal cask
Concrete 

cask
NUHOMS MVDS

Containment

system

cask / 

canister
canister canister canister

Cooling

system

natural 

convection

air 

circulation

air 

circulation

air circulation

(high efficiency)

Safety
structural

safety

radiation 

shield

radiation 

shield
radiation shield

Application

case
PWR/BWR PWR/BWR PWR/BWR Magnox/HTGR

Transport

cask
unnecessity necessity necessity necessity 

Cost high low low high

Fuel rod

temperature
309 ~ 346 ℃ 321 ~ 333 ℃ 366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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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보 장방식 도출 

           기존의 4가지 건식 장방식에 4배 장용량의 속 환체를 

용할 경우 연료 의 장 허용온도 제한에 따른 문제 이 있을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장용량을 4배로 증 시 구조  건 성 측면에서 속용기 방식이 

타 방식보다 유리할 것으로 단되어 속용기방식인 HI-STAR 100 시스템

을 후보 장방식으로 선정하 다. HI-STAR 100 시스템은 최근에 개발된 수

송. 장 겸용용기로서 수송 장 처분을 한 다목  캐니스터를 장착하고 

있다. 속용기와 더불어 모듈형 볼트방식인 MVDS 방식을 후보 장 방식으

로 도출하 다. 이 방식은 PWR 핵연료에 한 용 사례는 없지만 

MAGNOX 연료와 같은 속핵연료 장에 용되고 있다. 특히, 냉각효율이 

타 방식에 비하여 우수하므로 속 환체의 건식 장에서 요한 변수가 되

는 연료 의 온도제한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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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 환체의 건식 장방식 개념평가 

 

  가. 속 환체의 단 장 용량 평가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에 속 환체 용성 분석을 하여 속

환체의 장 효율성을 고려한 연료  배열  단 장 용량을 설정하 다. 

속 환체의 기 핵연료는 연소도 48,000 MWD/MTU, 기 농축도 4.5 

wt.%, 냉각기간 10년인 PWR 핵연료를 기 으로 하 다. 

  PWR 핵연료를 속 환할 경우 방사능  발열량을 1/4 이내로 일 수 

있고 리 부피를 일 수 있는 이 이 있으며, 속 환체 체 을 최소화하

기 하여 연료  직경을 가능한 크게 하여 집 장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연료  직경이 크고  길이가 길수록 유리하지만 핫셀 내부에서 취 여

건을 고려하여 950 mm로 하 으며, 연료  직경은 68 mm로 결정하 다. 

  속 환체 단 장 캐니스터는 열 달 효율을 증 시키고 량을 최소

화시키기 하여 육각형 형태의 알루미늄 에 구멍을 뚫어 속 연료 을 

끼워 넣는 구조로 하 다. 이와 같이 연료 을 장 할 경우 열 달 효율 측

면에서 유리하며, 캐니스터의 구조  건 성 측면에서도 이 이 있다. Fig. 

3.3.22는 단 장 캐니스터를 나타내고 있으며, 육각형 알루미늄 에 직경 

69 mm 깊이 955 mm의 구멍을 뚫어 7개의 연료 을 장 할 수 있다. 연료

이 끼워지는 구멍 사이의 간격을 5 mm로 고려하여 체   량을 최소

화하 다. 단 장 캐니스터 내부에는 불활성 기체인 헬륨가스를 채우며, 

뚜껑은 용 방식으로 체결하여 캐니스터 자체가 1차 격납 경계를 갖도록 하

다. 

  Table 3.3.20은 단 장 캐니스터의 개요이며, 단 장 콘테이  용량은 

PWR 핵연료집합체 1개에 상당하는 속 환체가 장 할 수 있다. 속 연

료  1개의 량은 약 66 kg이고 7개의 연료 이 장 된 단 장 콘테이

의 량은 약 490 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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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0. Description of Fuel Rod and Unit Storage 

Canister 

Fuel rod

 - Diameter

 - Length

 - Weight

68 mm

950 mm

65.7 kg

Hexagonal canister 

 - Width

 - Total length

 - Hole

 - Distance (holes)

 - Rod pitch 

 - Weight (loaded)

 - Storage capacity

120 mm

1,000 mm

φ69 mm x 955 mm L

5 mm

74 mm

490 kg

7 rods (1 PWR) /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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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Unit Storage Canister for Conditioned Spent Fuel.

  나. 속 장용기 비개념평가

     속 장용기는 사용후핵연료를 속제 용기에 장 하여 장하는 방

식으로 최근에는 수송 장 겸용용기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장용량은 

24 PWR 핵연료집합체가 주류를 이룬다. 

  PWR 사용후핵연료를 속 환할 경우 방사능, 발열량  체 이 약 1/4

로 감소되지만 속 환체의 장 허용온도가 PWR 연료에 비하여 훨씬 낮

기 때문에 장용량 4배 증 는 실 으로 불가능하며, 1개의 장용기에 

28다발의 PWR 핵연료에 상당하는 속 환체 장용기 모델을 설정하 다.

  Fig. 3.3.23  3.3.24는 장용기의 단면을 나타내며, 속 환체를 담는 

장 캐니스터와 용기 본체로 구성된다. 장 캐니스터는 fuel basket, base 

plate, canister shell,  뚜껑 등으로 구성된다. 재질은 스테인 스강이며, 뚜

껑을 외부 셸에 용 하여 을 유지하도록 하 다. 장 캐니스터 내부에는 

속 환체 단 장 캐니스터를 장 할 수 있는 7개의 바스켓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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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은 육각형 바스켓을 집 배열하여 체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3.3.23과 같이 장용기의 핵연료 바스켓에 속 환체 단 장 

캐니스터 4개를 4단으로 재하여 1개의 바스켓에 4개의 PWR 핵연료집합체

를 상당하는 속 환체를 장할 수 있다.

  용기 본체는 구조재  감마선 차폐체 역할을 담당하는 단조강, 성자 차

폐재인 NS-4-FR과 스테인 스강 외부 쉘로 구성된다. 성자 차폐체인 

NS-4-FR의 열 달 특성이 좋지 않아 성자 차폐체 층에 탄소강으로 된 

열 을 설치하여 열 달이 잘 되도록 하 다. 격납방식은 용기 본체의 뚜껑 

 용기 내부에 장 되는 캐니스터가 격납경계를 갖는 이  격납 구조를 갖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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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Cross Section of Metal Cask for Conditioned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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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Vertical Section of Metal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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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21은 장용기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용기의 외형치수는 직경 

1,320 mm, 길이 4,730 mm이고 속 환체 장 시 총 량은 약 44톤이다. 

  Table 3.3.22는 속 환체 장용기와 기존의 PWR 장용기의 치수  

량을 비교 분석하 다. 비교 상 용기는 PWR 핵연료를 장할 수 있는 

표 인 속제 장용기인 HI-STAR 100  NAC-STC 장용기를 기

으로 하 다. 24, 26 다발 PWR 핵연료 장용기의 량이 약 100 톤을 상회

하는데 비하여 28다발의 PWR 핵연료에 상당하는 속 환체 장용기의 

량이 약 44톤으로 반 이하로 일 수 있었다. 한, 속 환체 장용기

의 직경을 기존의 PWR 핵연료 장용기에 비하여 약 반으로 일 수 있

으므로 장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큰 이 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 210 -

Table 3.3.21. Description of Storage Cask for Conditioned Spent

             Fuel

Item Description

Capacity 28 conditioned spent fuel (28 PWR fuel)

Dimension

- Cask : O.D. : 1,320 mm x 4,730 mm L

- Inner shell : 170 mm

- Neutron shield : 90 mm

- Outer shell : 15 mm

- Cooling fins : 10 mm

- Canister : OD. 760 x 4,210 mm L (25 mm T)

- Fuel basket : 9 mm T

Material

- Cask body : carbon steel, NS-4-FR, 

               stainless steel

- Canister : stainless steel

- Fuel basket : stainless steel

Weight
- Storage cask : 44 tons (loaded)

- Storage canister : 17 tons (loaded)

Cooling

type
Dry type (inert gas : helium)

Decay

heat
5.835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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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2. Comparison of Storage Cask for PWR and Conditioned 

Spent Fuel 

Item
Conditioned 

spent fuel cask

PWR fuel cask

HI-STAR 100 NAC-STC

Storage

capacity
28 PWR fuels 24 PWR fuels 26 PWR fuels

Dimension

- Outer

  diameter

- Length

1,320 mm

4,730 mm

2,438 mm

5,159 mm

2,516 mm

4,902 mm

Weight (loaded) 44 tons 105 tons 107 tons

   다. 볼트 장방식 비개념 평가

      표 인 볼트 장방식에는 MVDS 방식이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된 독립 건물 내에 사용후핵연료 장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장하는 

방식으로 장 에 1개씩의 연료를 장하도록 되어있다. 이 방식은 콘트리

트 볼트 모듈, 장 콘테이   냉각계통 등으로 구성되며, 핵연료를 인수

하고 장 볼트 모듈로 운반하기 한 이송용기  콘테이  취 장치 등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건물은 방사선차폐 안 성을 보장하며, 장 콘테이 는 

격납 안 성을 보장하게 된다.

  이 방식은 미국, 국, 헝가리 등에서 인허가를 받아 사용 인 방식으로 

재 운 인 시설은 MAGNOX, HTGR  VVER 연료 등 다양한 핵연료

를 상으로 하고 있다. 가압경수로  비등경수로와 같은 경수로 연료에 

한 볼트방식 용은 1988년에 인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재까지 용된 사

례는 없다. 제작사로는 미국의 Foster Wheeler 국의 GEC-Alsthom 사가 

있다. 이 방식은 연료의 장 허용온도에 있어서 많은 여유도를 갖도록 설계

되어 있어서 단기 냉각기간의 연료도 장이 가능하고 방사선 를 낮게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특히, 외부 차폐체의 두께 증가가 시설의 냉각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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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지 않으므로 냉각능력  방사선 차폐 측면에서 타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측면이 있다. 

  MVDS 장모델은 1987년도에 미국의 FWEC(Foster Wheeler Energy 

Corporation) 사에서 NRC에 제출하 던 보고서[3.3.16]를 기 으로 하 다. 

이 방식은 1개의 볼트 모듈에 83개의 장 콘테이 를 수납할 수 있으며, 1

개의 장 콘테이 에 1다발의 PWR 핵연료를 장할 수 있다. PWR 핵연

료를 속 환할 경우 발열량  냉각부하가 약 1/4로 어들고 MVDS 

장방식은 속용기 방식에 비하여 냉각효율이 우수하므로 1개의 볼트에 총 

864개의 속 환체 단 장 캐니스터를 장할 수 있는 MVDS 장모델

을 설정하 다. 

  Fig. 3.3.25는 MVDS 장방식의 속 환체 장 콘테이 이며, 3개의 

속 환체 단 장 캐니스터를 4단으로 재하여 1개의 콘테이 에 12개의 

캐니스터를 장할 수 있도록 하 다. 콘테이 는 10 ㎜ 두께의 스테인 스

강으로 구성되며, 외형 치수는 외경이 646 ㎜이고 길이가 4,650 ㎜로 속

환체 장 시 콘테이 의 총 량은 약 6.4톤이다. 장 콘테이  뚜껑은 용

방식으로 되어 격납 건 성이 유지되도록 하 고 차폐 러그를 설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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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Storage Container for MVDS.

 

  MVDS 장모델은 Fig. 3.3.26과 같이 강화콘크리트 구조물인 볼트 모듈

내에 속 환체를 장하는 콘테이 와 콘테이 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

트  철 구조물(charge face structure), 상부구조물(charge hall), 수송용

기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차폐 장 까지의 이송하기 한 핵연료 취 장

치  이송크 인으로 구성된다. 볼트 모듈은 속 환체 장 콘테이 를 

차폐시키고 냉각공기의 유로를 형성시켜주며, 열 달  방사선차폐 안 성 

측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벽 두께  볼트의 공간 치수는  를 결정하 다. 

냉각공기는 공기 흡입구의 스크린을 통하여 볼트 모듈로 들어오며, 이 스크

린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냉각공기의 유로를 미로 구조

로 하여 방사선차폐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 다. 붕괴열 제거방식은 자연 류 

방식을 이용하며, 모든 모듈이 하나의 취  건물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 콘테이 를 모듈식으로 증설할 수 있다. Fig. 3.3.27은 charg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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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를 나타내며, 콘테이 가 끼워지는 bore-hole은 직경 550 ㎜이고 삼

각형 배열을 갖는 pitch 900 ㎜로 하 다. 

  Table 3.3-23은 MVDS 장방식에 한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장용량

은 1개의 볼트에 72개의 콘테이 를 수직으로 끼워 넣는 구조로 하 으며, 1

개의 콘테이 에 12개의 단 장 속 환체 캐니스터를 장 할 수 있도록 

하여 1개의 볼트 모듈에 PWR 핵연료를 기 으로 864다발에 상당하는 속

환체를 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Fig. 3.3.26. MVDS System for Conditioned Spent Fuel.

Air outlet Air outlet

Flow
collimators

Container
handling machine

MVDS crane

Shield plug 

25000 

6050

22,160

Fuel storage
containers

2000

1100

160016002830262014001300
10001000

1100 

1100 

Air intake2000 

9,910

1300



- 215 -

Fig. 3.3.27. Charge Face Structure for MVD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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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3. General Description of MVDS Storage System

Item Description

Vault
Length 18,560 ㎜

Width 6,050 ㎜

Bore-holes

Array triangular

Diameter 550 ㎜

Pitch 900 ㎜

Container

Outer diameter 550 ㎜

Length 4,650 ㎜

Weight 6,400 ㎏

Storage Capacity 12 conditioned spent fuel/container

Chimney(Height) 25 m

Storage Capacity
72 container/vault

(864 conditioned spent fuel)

 

4. 속 환체의 건식 장방식 비안 성 평가

  속 환체 건식 장시스템 개념평가에서 제시된 속 장용기  볼트 

장방식에 한 핵임계, 방사선차폐, 구조, 열  격납분야 비안 성을 수

행하여 속 환체 용성을 평가하 다.

  가. 속 장용기 비 안 성 평가

  1) 핵임계 안 성 평가

       기  사용후핵연료인 4.5 wt%, 48 GWd/tU  10년 냉각된 사용후핵

연료를 속으로 환한 속 환체를 장용기에 장 한 경우를 가상하여 

핵임계 분석을 수행하 다. 7개의 핵연료 바스켓에 각각 4개의 속 환체 

단 장 캐니스터를 장하여 총 28개의 속 환체가 장 되는 것으로 가

정 으며, 이를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로 환산하면 28 개 집합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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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속 환체의 핵종량 결정

          기  사용후핵연료인 4.5 wt%, 48 GWd/tU  10 년 냉각된 사용

후핵연료를 상으로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핵종량을 계산하고 속

환과정에서 제거되는 17 개 핵종(O, Ba, Cr, Cs, Eu, I, Rb, Se, Sr, Te, Ce, 

Pm, Sm, Tb, Kr, Xe, Y)을 제외한 나머지 핵종으로 구성된 속 환체에 

한 핵종량을 산출하 다. 이들 핵종 에서 핵임계도에 미치는 향이 큰 

30 개의 주요한 핵종 선정하고, 이들에 한 95 % 신뢰도를 갖는 보수 인 

핵종량을 결정하 다. 즉, ORIGEN2 코드의 계산값에 보정인자를 곱하여 보

수 인 핵종량을 결정하 다. 이때 사용한 보정인자는 핵종량 실험값과 

ORIGEN2 코드 계산값의 차이값을 기 으로 결정되었으며 95 % 확률과 95 

%의 신뢰도를 갖는 값이다. Table 3.3.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핵자료가 존재

하는 핵종을 기 으로 최종 인 핵종을 선정하고 이들 핵종의 질량비를 구

하 다. 이를 기 으로 MCNP 코드의 입력자료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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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24. Nuclide ID and Weight Ratio in the 

Conditioned Spent Fuel 

MCNP Libraray ID wt%

92238.60c 97.7

92235.60c 0.821

92236.60c 0.622

94239.60c 0.647

94240.60c 0.289

59141.50c 0.171

42098.60c 0.389

40094.60c 0.434

44101.50c 0.116

42095.50c 0.116

43099.60c 0.116

40093.50c 0.112

60143.50c 0.109

60145.50c 0.100

94241.60c 0.09704

93237.60c 0.08760

94242.60c 0.06538

45103.50c 0.05960

        

    나) 계산모델 설정

       실제 속 장용기에서 단  장 니스터는 길이 방향으로 4 단

으로 되어 있고, 수평으로 7 개가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성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핵임계 계산의 편의성을 해 길이 방향의 4 

단 배열을 1단 배열로 가정하여 Fig. 3.3.28과 같이 모델링하 다. 따라서 

각 캐니스터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4 다발에 해당되는 속 환체가 장

되고, 7 개의 캐니스터가 속 장용기에 장 된다. 이 모델에서 속

장용기에 장 되는 총 속 환체 양은 실제와 동일한 28 다발의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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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Geometrical Model of Metal Cask for 

Keff Calculation.

다) 핵임계 계산  결과분석

   (1) 신핵연료를 고려한 핵임계도 분석

             Table 3.3.25는 핵임계 해석결과이며, MCNP 코드를 사용하여 

연소도 이득을 용하지 않고 핵임계 계산을 수행한 결과, 내부공간의 수분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미임계를 유지하지만 침수상태에서의 핵임계도는 

0.94522±0.00426으로 나타났다. 이 핵임계도 계산값을 근거로 구한 95 % 신

뢰도를 갖는 최 핵임계도값은 0.95374이며, 이는 미임계한계치 0.95를 과

한 값이다. 따라서 연소도 이득 용을 하지 않으면 핵임계 안 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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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소도 이득 용 핵임계도 분석

             Fig. 3.3.28의 정상상태 모델에서의 핵임계도값은 Table 3.3.25

에 제시된 바와 같이 0.49742±0.00279로 나타났다. 정상상태와 가상사고시  

모두에서 기본 으로 침수를 가정하 고, 한 용기가 무한배열된 것을 가정

하 다. 이런 상태에서 속 환체 이 한쪽으로 쏠린 경우와 캐니스터가 

괴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가상하여 핵임계도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이 두 가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를 비하여 핵임계 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3.3.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침수, 속 환체 쏠림  쏠림과 캐니

스터 괴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 한 핵임계도 계산값은 각각 

0.63106±0.00350, 0.66477±0.00314  0.68960±0.00390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

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산코드의 계산오차(2 %)를 고려하더라도 연소도 

이득 용의 경우에는 정상상태 뿐만 아니라 가상사고시에도 핵임계도 계산

값이 미임한계치보다 매우 낮다. 따라서 28 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해당

되는 속 환체를 장 한 속 장용기가 무한배열된 경우에도 핵임계 

에서 안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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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5. Keff for Metal Cask Loading the Conditioned Spent       

              Fuel

Assumption Condition Keff±σ

Fresh Fuel Normal 0.72123±0.00325

Hypothetical Accidental Condition

-Water Flooding

-Abnormal Location

-Abnormal Location + Canister

 Removal

0.84893±0.00417

0.91628±0.00381

0.94522±0.00426

Burnup Credit Normal Condition 0.49742±0.00279

Hypothetical Accidental Condition

-Water Flooding

-Abnormal Location

-Abnormal Location + Canister

 Removal

0.63106±0.00350

0.66477±0.00314

0.68960±0.00390

2) 방사선차폐 안 성 평가  

    

   가) 감마선의 방사선 세기와 스펙트럼 결정  계산모델 설정

         ORIGEN2 코드를 이용하여 기 사용후핵연료인 4.5 wt%, 48 

GWd/tU  10 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기 으로 속 환체에 포함된 핵

종들의 방사선 세기를 구하고 감마선 선원을 심으로 30 개 핵종을 선정하

다. 이들에 한 방사능은 10 년 냉각된 경우에 1.128x105 Ci/MTHM로 결

정하 다.

  MCNP 코드의 차폐계산 모델은 핵임계 계산모델과 유사하게 Fig. 3.3.29와 

같이 설정하 다. 이 모델을 Fig. 3.3.28과 비교해 보면 핵임계도 계산에서는 

보수 인 에서 용기 외곽의 성자 차폐체와 구조체를 무시한 반면에 

차폐계산에서 이를 고려하여 실제 용기와 유사한 형태로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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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Geometrical Model of Metal Cask for 

Shielding Calculation.

      나) 차폐계산 결과 분석 

          MCNP 코드를 이용한 장용기 표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방사선 

선량율을 계산하 다. 그 결과 표면에서 방사선 선량은 12.3 mrem/hr로 나

타났다. 이는 수송 기  (200 mrem/hr)보다 매우 낮은 값이므로 속 장체

를 장 하여 수송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 이 장용기의 표

면에서의 방사선량 계산치는 방사선 작업장의 최 허용선량율(1mrem/hr)보

다 커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최 허용선량율은 용기

의 표면에 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자가 근하는 장시설의 외벽에 

용해야 한다. 훗날 장시설의 개념도 완성되면 장시설 외벽에 한 선량

율을 계산하여 이 최 허용선량율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여 방사선 차

폐 안 성을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의 용기표면의 선량율을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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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설 외벽의 방사선량을 추정해 보면, 용기에서 외벽까지의 거리가 상당

히 멀 것으로 상되고, 벽에 의한 차폐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 허용선량율 

이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방사선 차폐 에서는 앞에서 제시

한 속 장용기에 속 환체를 장 하여 장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3) 열 달 안 성 평가 

     속 환체 장용기의 정상조건, 비정상조건  화재사고조건에 한 

열 달해석을 수행하 다. 장용기는 속 환체 장시스템 비개념평가

에서 제시된 28개의 속 환체 단 장 캐니스터를 장할 수 있는 속

장용기를 상으로 하 다. 

    가) 열해석 모델링 

        장용기의 열 달은 용기 내부 cavity의 냉각 유체에 의한 류  

복사열 달, 용기 본체를 통한 열 도, 그리고 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류, 복

사열 달 등 3가지 열 달 모드로 구성된다. Table 3.3.26은 용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의 열 도율을 온도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성자 차폐체인 

NS-4-FR은 열 도율이 매우 낮아서 탄소강의 열 을 부착하여 열 달을 

향상시키도록 하 고, 열해석 모델에서는 성자 차폐체의 등가 열 도율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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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6. Summary of Thermal Conductivities of           

                Materials 

Materials
Thermal Conductivities (W/m-K)

93 ℃ 232 ℃ 372 ℃

Helium 0.169 0.223 0.273

Air 0.023 0.039 0.047

Stainless steel 14.54 16.96 19.04

Carbon steel 50.5 46.9 42.6

Neutron shield (keff) 3.38 3.14 2.85

Neutron shield

(NS-4-FR)
0.645

  장용기 외부표면에서 기에 의한 자연 류 열 달계수는 실험 으로 

혹은 이미 연구된 결과를 인용하여 얻게 되며,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hnc(surface)=Nud 
k
d  --------------------------------- (3.3.1)

여기서,

 Nud=c(Gr Pr)a, Gr d=g β (ΔT)d3/ν2   ------------------- (3.3.2)

   k :  Thermal conductivity (W/m-K)

   a :  Expon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c :  Coeffici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and geometry

   g :  Acceleration of gravity (m/s²)

   d :  Diameter of cask (m)

  β  :  Coefficient of volumetric expansion  (1/K)

  ΔT :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cask syrface and ambient(K)

   ν  : Dynamic viscosity (m²/s)

  장용기는 수송조건에서 수평상태로 운 되며, 수평원통 형태에서는 다음

의 계식을 따른다. 

          Nu = 0.53 (Gr Pr)
1/4 (104 < Gr Pr < 109) ------- (3.3.3)       

          Nu = 0.13 (Gr Pr)
1/3 (Gr Pr > 109)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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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로 부터 장용기 표면에서 Gr Pr = 2.0 x 1010으로 계산되어 유동

이 난류 역에 속한다. 따라서 식 (4)와 식 (1)을 이용하여 용기 외부표면에

서의 자연 류 열 달계수(h = 5.0 W/㎡-K)를 얻었다.

  용기 외부표면에서 복사열 달이 일어나며, 복사열 달은 다음 식으로 설

명된다.

 q=Aσε(T4
s-T4

a)  ------------------------------------ (3.3.5)

여기서,

   q  :  Heat flow (W)

   A :  Heat transfer area (㎡)

   σ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x10-8 W/㎡ K4)

   ε :  Emissivity of surface material

   Ts :  Surface temperature (K)

   Ta :  Ambient temperature (K)  

  복사는 고온에서 크게 일어나며, 같은 온도에서는 재료의 방사율

(emissivity)에 향을 받는다. 장용기의 외부 표면을 흰색 페인트로 도색

하여 방사율을 높이고 태양열 흡수율을 낮추도록 하 다. 흰색 표면에 한 

방사율은 일반 으로 0.8 ~ 0.98[3.3.17] 값을 가지며, 열해석에서 방사율은 

0.85로 용하 다. 한 탄소강  스 인 스강 표면에 한 방사율은 각

각 0.66, 0.36으로 고려하 다. 

  열 달해석에서 열원은 속 환체의 붕괴열  용기 표면에서의 태양복

사열로 구분되며, 28개 속 환체의 총 붕괴열은 10년 냉각된 연료를 기

으로 5.835 kW를 고려하 다. 태양복사열은 10 CFR Part 7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 형상이 곡면일 경우 하루 24시간  12시간동안 400 W/㎡의 열유

속을 고려하 다. 따라서 정상상태 해석에서는 200 W/㎡의 태양복사열을 고

려하 고 태양열 흡수율은 0.3[3.3.18]을 고려하 다. 

  용기 주변온도는 정상운  조건에서는 연평균 기온도를 기 으로 용

하며, 열해석에서는 보수 으로 가정하여 27 ℃를 고려하 다. 비정상조건에

서는 기온도를 38 ℃로 고려하 으며, 화재사고조건에서는 38 ℃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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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갖는 정상상태하에서 800 ℃ 화재가 30분 동안 진행된 후 자연냉각

되는 조건을 고려하 다.  

  Fig. 3.3.30은 열해석 모델을 나타내며, 2차원 1/4 단면모델을 사용하 다. 

속 환체 연료 과 연료 이 끼워지는 구멍사이에는 0.5 mm의 gap을, 단

장 캐니스터와 육각형 배스켓 사이에 1 mm의 gap을 고려하 다. 이들 

gap의 재질은 helium gas이며, gap에서의 열 도  복사열 달을 고려하

다. 장용기 내부 cavity의 자연 류에 한 용기내의 유동이 난류 역으로 

확 되며, 난류모델은 표  k-ε모델을 사용하 다. 용기 본체의 성자차폐

체 층과 구조재인 쉘 사이에 0.5 mm의 air gap을 고려하 다. 용기 표면에

서는 류  복사열 달을 고려하 다. 

Fig. 3.3.30. Thermal Analysis Model for Metal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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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속 환체 허용온도 

        속 환체의 장 허용온도 기 이 없어서 속연료의 일종인 

Magnox 연료를 기 으로 속 환체의 허용온도 기 을 설정하 다. 

Magnox 연료의 정상운 조건에 한 장 허용온도는 CO2 분 기에서는 

365 ℃, 공기 분 기에서는 150 ℃로 제시하고 있다[3.3.19]. 장기 장 동안 

완 한 기  유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분 기로 가정하여 장 허

용온도를 설정하며, 정상운 조건에서는 150 ℃, 비정상 는 사고조건에서

는 200 ℃로 용하고 있다. 정상운 조건 허용온도 150 ℃는 마그네슘 피복

의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설정된 온도이며, 사고조건 허용온도 200 ℃는 

피복 이 손상되어 우라늄이 노출될 경우 우라늄의 발화온도(포화 공기분

기 250 ℃)를 기 으로 보수 으로 설정된 온도이다[3.3.20]. 

  속 환체는 불활성 기체 분 기 상태로 장된다면 정상운 조건에서 

연료 의 열  건 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되나, 장기 장 기간동안 

완 한 기 이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불활성 기체 분 기로 

장할지라도 공기분 기로 가정하여 연료의 장 허용온도 설정이 필요하다. 

공기분 기에서 우라늄의 발화온도가 250 ~ 300 ℃이므로 사고조건에 한 

허용온도는 보수 인 에서 200 ℃로 설정하 다.  정상운 조건 허용온

도도 공기분 기로 장한다고 가정하여 150 ℃로 설정하 다. 

  속 환체의 단 장 캐니스터  장 콘테이 를 각각 용 방식으로 

하여 2  격납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여 정상운   사고조건에서 속

환체는 불활성 기체 상태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따라서 속

환체의 장 허용온도 기 은 아주 보수 인 에서 설정된 온도이다.

    다) 열해석 결과  분석 

        Table 3.3.27은 정상  비정상 운 조건에 한 열해석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정상조건은 기온도 27 ℃, 비정상조건은 기온도 38 ℃에서 

각각 태양열유속이 유입되는 조건이다. 비정상조건은 정상조건에 비하여 

장용기 외부온도가 11 ℃ 높은 조건이며, 장용기 내부의 온도는 비정상조

건에서 정상조건에 비하여 약 9 ~ 10 ℃ 정도 높게 나타났다. 속연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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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온도는 정상조건에서 139 ℃로 허용온도 기 으로 설정된 150 ℃ 이내

로 계산되었으며, 비정상조건하에서 허용온도인 200 ℃ 이내로 계산되어 정

상  비정상 조건하에서 연료 의 열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Table 3.3.27. Maximum Calculated Temperatures under 

Normal and Off-Normal Conditions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

Normal Off normal

 Fuel rod

 Fuel basket

 Canister 

 Inner shell

 Neutron shield 

 Cask outer surface

139

138

96

80

72

58

148

147

105

90

82

67

  Fig. 3.3.31은 정상조건에 한 온도분포를 나타내며, 속 환체의 단

장 캐니스터 재질을 열 도율이 우수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바스켓 

 단 장 캐니스터 내부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서 육각형 배스켓 내부에서

의 온도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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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Temperature Contour for Normal Condition.

  Table 3.3.28  Fig. 3.3.32는 800 ℃, 30분 화재사고조건에 한 열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800 ℃ 화재사고조건에 한 기조건은 주변온도 38 

℃의 비정상조건을 고려하 다. 장용기 표면은 화염과 직  하여 화재

가 진행되면서 700 ℃ 이상까지 속히 상승한 후 30분 화재가 끝나면서 

속히 냉각됨을 알 수 있다. 속 환체 연료 의 온도는 30분 화재가 끝난 

후 약 20시간 이후에 최고 168 ℃로 기온도에 비하여 20 ℃ 정도 온도가 

상승하 다. 이 온도는 속 환체의 사고조건하에서 장 허용온도로 설정

한 200 ℃ 이내이므로 800 ℃ 화재사고조건하에서도 속 환체 연료 의 

열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열안 성 

측면에서 장용기에 속 환체 단 장 캐니스터 28개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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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8. Maximum Calculated Temperatures under Fire Accident 

Condition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s (℃)

Initial

Transient time (h) 

Max.

0.25 0.5 0.75 1.0 2 4 6 9 12 18 24

 Fuel rod

 Fuel basket

 Canister 

 Inner shell

 Neutron shield(core)

 Cask outer surface

148

147

105

90

77

67

148

147

105

90

163

625

148

147

105

92

192

705

148

147

105

98

221

336

148

147

107

104

215

241

148

147

119

122

166

147

152

152

133

129

128

108

157

157

135

128

114

94

163

162

134

123

105

87

167

166

131

119

101

84

168

167

127

112

95

80

168

167

125

109

92

78

168

167

135

129

221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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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Temperature Contours under Fire Accident Condition.

(1) Time = 0.0 h (2) Time = 0.5 h

(3) Time = 1.5 h (4) Time = 3.0 h

(5) Time = 6.0 h (6) Time = 12.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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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조 안 성 평가 

     속 장용기에 한 구조해석은 사고 조건으로 측되는 낙하해석과 

복해석, 폭풍/홍수  미사일 타격의 성모멘트 계산에 해 구조  안

성 여부를 평가하 다.

    가) 수평낙하해석

       속 장용기에서 상되는 가장 가혹한 조건 의 하나가 수평낙하 

사고이다. 장용기는 수평자세로 장하지 않으므로, 복조건이 수평낙하 

조건보다 더 실제 상황과 가깝다. 그러나 복에 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해석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한 복 거동은 하  용 등 해석방법에 어려

움이 따른다. 따라서 복 평가는 이와 응하는 수평낙하 조건으로 평가하

다. 복을 수평낙하로 환하는 하  조건은 복 기에 장용기의 무게 

심의 최 높이를 수평 낙하 높이로 가정하 다. 따라서 수평낙하의 최  

높이는 약 2.4 m로 용하 다. 이 조건에서 평가 내용은 바스켓 구조물  

캐니스터의 건 성이다. 응력의 허용치 과 여부를 단하기 해, 속

장용기의 각 구성품은 장용기 단면을 2 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유한요소법

을 사용하 다. 유한요소법은 상용 로그램으로 동  해석에 일반 으로 사

용하는 ABAQUS/EXPLICIT 코드를 용하 으며, 기하학  모델은 Fig. 

3.3.33과 같다.

Fig. 3.3.33. FEM Simulation Model of Metal Storage Cask.

Outer Shell
Neutron Shield
Material(NS4FR)
Gamma Shield
Material(Forged steel)

Canister

Basket

Storage Unit

Outer Shell
Neutron Shield
Material(NS4FR)
Gamma Shield
Material(Forged steel)

Canister

Basket

Storage Unit

Outer Shell
Neutron Shield
Material(NS4FR)
Gamma Shield
Material(Forged steel)

Canister

Basket

Storag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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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구성품

     속 장용기는 바깥 층부터 안 쪽으로 외부 쉘(Outer Shell), 성

자차폐층 NS4FR, 용기 본체(Cask Body), 캐니스터(Canister), 바스켓(Fuel 

Basket)과 속 환체(Metal Rod)로 구성되어 있다. 

    (2) 가정사항  모델링

        유한요소 모델의 수평낙하 해석 시 장용기 단면에 한 2차원 모

델로 가정하 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ABAQUS/Explicit의 2차원 평면 변

형율(Plane Strain) 요소인 CPE4R이다. 재질이 다른 구성품들과 충격 바닥면

은 서로 요소들의 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 처리를 하 다. 충격

을 받는 바닥면은 강체로 가정하고, 낙하 높이는 30 cm부터 2.4 m까지 30 

cm 간격으로 기 속도로 환산하여 입력하 다. Table 3.3.29는 낙하 높이에 

따른 기속도를 나타낸다. 

Table 3.3.29. Initial Velocity according to the Drop Height

Height(m) Initial velocity(m/s)

0.3 2.4261

0.6 3.4310

0.9 4.2021

1.2 4.8522

1.5 5.4249

1.8 5.9427

2.1 6.4189

2.4 6.8621

(3) 용 재질

    캐니스터(Canister)와 바스켓(Fuel Basket)과 외부 쉘의 재질은 

SA240 TYPE 304를 사용하 고, 용기 본체(Cask Body)의 재질은 

SA350LF3, 외부 쉘과 장용기 본체의 사이는 성자 차폐체인 NS4FR 층

이 있다. 단  장체는 속 환체을 제외하고 AL6061_T6의 물성을 사용

하 다. 따라서, 단 장체의 기계  특성치는 도를 제외하고 AL6061로 

용하 고, 도는 속 환체를 고려한 도를 용하 다. Table 3.3.30은 

사용된 재료들의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허용응력은 ASME에 따라 사고조건

의 level D에 해 응력강도(Stress Intensity)의 2.4배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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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성품의 용재질은 ASME의 응력분류와 평가방법 용을 해, 

격납경계에 해당하는 바스켓과 캐니스터는 탄성 기계  특성치 만을 용해

야 하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바스켓과 캐니스터는 탄소성 특성치를 용하

다. 낙하충격으로 손상이 큰 부분인 외부 쉘과 성자 차폐체  용기 본체

는 탄소성 기계  특성치를 각각 용하 다. 

Table 3.3.30. Mechanical Properties of Storage Cask

Material
Density

(ton/mm3)

Young's 

Modulus

(GPa)

Yield 

Stress

(MPa)

Allowable 

Stress

(MPa)

Ultimate 

Stress

(MPa)

Poisson's 

Ratio

AL6061_T6 2.8234e-09 68.9475 241.316 72.39 289.579 0.33

NS4FR 1.68e-09 3.868 4.41 - - -

SA240Type304 7.9612e-09 195.123  206.842 331  517.1 0.275

SA350LF3 7.9612e-09 191.674 258.6 160.6 482.6 0.3

(4) 해석 결과

    해석 입력 자료에 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낙하 에 지의 확인

이 필요하다. 낙하 에 지는 질량과 낙하높이  력가속도의 곱이다. Fig. 

3.3.34는 체 질량은 44152 kg, 낙하높이 1.2 m  력가속도 9.806 m/sec
2

이므로, 낙하에 지는 519.5 kJ이 된다. 하지만, 해석모델은 2 차원 평면 변

형율 요소를 용하 으며, 장용기 단면에서 단  길이 즉 1 mm가 용

되므로, 장용기 체길이 4760 mm을 고려하여 단  길이 당 에 지 량은 

109.8 J이 된다. 하지만, 해석의 보수성을 해 다소 질량을 증가시켜 약 118 

J을 용하 다. 

Fig. 3.3.35는 2.4 m 수직 낙하해석의 응력과 변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체 해석 시간은 50 ms까지 수행하 다. 캐스크와 캐니스터 사이와 캐니스

터와 바스켓의 사이의 기 간격이 존재하므로 10 ms에서 모든 구성물이 

하게 된다. 최  응력은 부분 모든 구성물이 하게 되는 7.5 ms 후

에서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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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Energy Curve on 1200 mm of 

Drop Height.

Fig. 3.3.35. Tresca Stress and Deformation on 2.4m of Drop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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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응력은 다음 Fig. 3.3.36과 같이 외부 셀과 강체인 바닥면의 과 

캐니스터와 바스켓의 부에서 발생되었다. 바스켓 부분의 최  응력은 최

 바닥 후 7.5 ms에서 270 MPa 정도로 허용응력 331 MPa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낙하 높이에 따른 최  응력 변화는 Fig. 3.3.37과 같으며, 격납 부분 구

조재인 바스켓과 캐니스터의 최  응력은 0.3 m부터 2.4 m까지 낙하 높이가 

변화 함에 따라 허용응력 331 MPa 이하에 있다. 따라서 격납 구조는 상된 

최  낙하 높이에서도 건 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Fig. 3.3.36. Tresca Stress Contour at 

Impact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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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7. Maximum Stress according to 

Drop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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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8은 유효 소성 변형율을 보여주고 있다. 유효 소성변형율의 의미는 

특히 성자 차폐층의 변형율이 한계에 해 설명해 주고 있다. 성자 차폐

층으로 용된 NS4FR 재질은 엑포시 진 계열의 단단한 라스틱 재질로

서 상당히 단단하다. 하지만 유효 소성변형율은 진 변형율로서 logarithm 식

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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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8. Equivalent Plastic Strain 

according to Drop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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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폭풍  홍수 조건의 복 평가

      폭풍  홍수에 의한 풍속  유속은 압력으로 속 장용기의 측면

에 수평하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힘은 Fig. 3.3.39와 같이 장용기의 미끄

러짐 혹은 복의 원인이 된다. 홍수  폭풍에 의해 장용기는 장용기 

바닥 면의 외곽 을 심으로 회 하게 된다. 풍속 161 m/s 와 홍수 유속 

5.3 m/s을 기 조건으로 가정하 다. 각각의 조건은 기상 측 자료 상의 

최  값보다 상당히 큰 값으로 비 계산의 성격으로 가혹한 가정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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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9. Wind and flood load in 

concrete storage cask.

      P wind or flood =
1
2
Cd

ρ air or water
g

v2t   ----------------- (3.3.6)

      F wind or flood = P wind or flood⋅D⋅H   ----------------- (3.3.7)

  여기에서,

      Cd  : 실린더 형상의 항력계수(폭풍에 의한 난류:0.6, 홍수에 의한 층

류:1.0)

      ρ air or water  : 공기 도 1.2x10
-12 kg/m3, 물 103 kg/m3 

      v t  : 최  풍속 161 m/s  홍수 유속 5.3 m/s 

      P wind or flood  : 풍속  유속에 의한 장용기 측면의 압력

      D  : 장용기의 최  직경 1.320 m

      H  : 장용기의 높이 4.730 m

      F wind or flood  : 장용기 투 면 에 한 합력

  상기 식은 액셀 로그램을 정리하여 Table 3.3.31과 같이 계산하 다. 

장용기에서 폭풍과 홍수에 의한 수평방향 힘 Fwind와 F flood은 58.26  87.69 

kN으로 계산되었다. 폭풍과 홍수 하 에 의한 모멘트가 장용기의 자 에 

의한 모멘트 보다 크다면 복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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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의 복 조건은 아래와 같다.

      Mcask⋅(D/2) ≤ Fwind⋅(H/2)    ----------------- (3.3.8)

      (Mcask⋅g-Fbuoyancy)⋅(D/2) ≤ Fflood⋅(H/2)  ----- (3.3.9)

  따라서, 장용기의 용기 높이의 1/2인 무게 심을 작용 으로 하여 폭풍 

 홍수에 의한 수평 하 의 모멘트는 각각 137.8  207.4 kN-m,  한 단

순 자   부력을 고려한 자 에 의한 모멘트는 285.6  243.7 kN-m로 계

산되었다. 따라서, 풍속 161 m/s 와 홍수 유속 5.3 m/s에서의 조건에 해서

는 복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끄럼 평가에서 부력을 고려한 자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

산하면, 폭풍에 의한 미끄러짐 유발력은 58.26 kN이고 홍수에 의한 미끄러짐 

유발력은 87.69 kN이고 홍수에 의한 마찰력이 부력에 의해 보수성을 가지므

로 이를 계산해 보면 92.31 kN로 계산된다. 따라서, 폭풍  홍수에 해 

장용기는 미끄러짐 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Ffriction = μ(Mcask⋅g-Fbuoyancy)  ---------------- (3.3.10)

  여기에서,

      Ffriction  : 장용기 자 에 의한 마찰력

      μ  : 마찰 항계수 0.25

      Mcask  : 장용기 질량

      g  : 력가속도

      F buoyancy  : 장용기 체 에 한 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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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1. Calculation Sheet of Tip-over by 

Wing or Flood

Tip - Over by Wind or Flood

수식

Model Dimension
 - Height(m) 4.73
 - Diameter(m) 1.32
 - Mass(kg) 44151

Physical coefficient
 - Wind velocity(m/s) 161
 - Flood velocity(m/s) 5.3
 - Cd(Wind) 0.6
 - Cd(Flood) 1
 - ρ(Air) (kg/㎥) 1.2
 - ρ(Water) (kg/㎥) 1000
 - g(㎨) 9.8

Wind force [N] 5.826E+04
Flood force [N] 8.769E+04
Moment(wind)  [N-m] 1.378E+05
Moment(flood) [N-m] 2.074E+05

Buoyance Force(air) [N] 0
Buoyance Force(water) [N] 63434.41808

Moment(weight)  [N-m] 2.856E+05
Moment(weight with buoancy) [N-m] 243701.9521

ΔMoment(wind-weight) 147777.7892
ΔMoment(flood-weight with buoancy) 36311.88094

Slide condition [friction coeff.] 0.25

Friction force [N] 92311.34548

2/)(

2/
2
1

2/2/

2

,

DFgm
Moment

HLDv
g

Cd

HLDPHF
Moment

buoy

weight

t

floodwind

⋅−⋅=

⋅⋅⋅⋅⋅⋅=

⋅⋅⋅=⋅=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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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폭풍에 의한 통자 충돌

     장용기의 통자 충돌은 복 평가는 일반 으로, 무게 1800 kg과 

125 kg의 통자가 56.32 m/s로 충돌하는 경우에 장용기가 넘어 지는 경

우에 한 것이다. 이 기 은 미국의 NUREG 자료를 토 로 기 을 정하

다. 다음 Fig. 3.3.40과 같이 장용기의 상부를 가격할 때 장용기 바닥면

의 외곽 을 심으로 회 하여 복하는 경우이다. 이 때 통자의 운동에

지가 장용기의 회 으로 무게 심 치가 수직선을 넘어가는 높이 차이 

Δh에 의한 치에 지보다 클 때 복이 발생한다.

Fig. 3.3.40. Tip-over by missile impact load.

h∆

Missile
-Velocity =56.32 m/s
-Mass 
penetration   125 kg
impact        1800 kg h∆

Missile
-Velocity =56.32 m/s
-Mass 
penetration   125 kg
impact        1800 kg

  이에 한 계식은, 통자의 운동에 지는 Ek=
1
2
⋅mm⋅V

2
m이고, 장용

기의 복이 가능한 치에 지는 Ep=Mc⋅g⋅Δh가 된다. 여기서 mm은 미

사일 질량, Vm은 미사일 속도이며, Mc은 장용기의 질량이다.   이 계산도 

역시 엑셀 로그램으로 단순하게 작성하여 표3.1-9와 같이 계산하 다. 계

산 결과는 미사일 질량이 125 kg일 때 미사일 운동에 지는 198 kN-m이고, 

장용기의 치에 지는 751 kN-m 이므로 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 미사일 질량이 1800 kg일 때, 미사일 운동에 지는 2855 kN-m이므

로 복이 발생한다. 

  미국 기 에 따른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는 발생할 가능이 없다고 단

된다. 하지만 만약 장기술기  요건이 국내에 없어 미국 기 을 따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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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용기 상부와 장용기가 놓인 바닥면에 강 이블로서 고정하는 방

법이 있다. 

Table 3.3.32. Calculation Sheet of Tip-over by 

Missile

T ip-over by M iss ile

Phys ica l coe ff ic ien t
 - M issile  ve locity(m /s) 56.32
 - M issile  mass(kg) 1800
 - Δh(m ) 0.090366571
 - Cask m ass 44151

E(k ine tic )     [N-m ] 2854748.16
E(po ten tia l)  [N-m ] 39099.79004

ΔE =E(k ine tic )-E (po ten tia l) [N-m ] -2815648.37

hgME

Vm
2
1E

cp

2

mmk

∆⋅⋅=

⋅⋅=

  5) 격납 안 성 평가

장시스템에서의 격납은 공공의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방지하기 해 매우 요하다. 따라서 IAEA Safety Series 

No.116[3.3.21]  10 CFR Part 72[3.3.22]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기 

한 장시스템은 사용후핵연료를 장하는 동안 안 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

도록 격납 시스템을 설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규격인 ANSI N14.5[3.3.23]와 국제규격인 ISO 12807[3.3.24]에서는 격

납 평가에 한 차를 기술하고 있으며, NUREG/CR 6487[3.3.25]에서는 허

용 설률을 평가하기 한 source term의 분류  source term에 따라 

cavity로 방출되는 분량에 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ISO 12807의 규

정을 따라 HI-STAR 100 장용기에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24 다발을 

장하는 경우와 PWR 사용후핵연료 96 다발을 24 다발의 속으로 환한 

속 환체를 장하는 경우에 한 허용 설률을 비교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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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사성 핵종의 분류(Source Term Species)

NUREG/CR-6487에서는 방출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에 해 (1)이

의 수송 는 장  작업의 결과로서 용기 내부의 표면에 잔존하는 방사능, 

(2)사용후핵연료  표면 에 침착되어있는 crud, 그리고 (3)사용후핵연료  

내의 방사성핵종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장에 

있어서는 잔존하는 방사능은 없으므로, 장시스템에서 방출될 수 있는 방사

능 물질로서 crud와 사용후핵연료  내의 방사성핵종 두 가지를 고려하 다. 

  Crud에 있어서 가장 요한 source는 Co-60이며,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 있어 핵연료  표면 의 crud에서의 Co-60 방사능은 140×10-6 Ci/

㎠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crud  15 %가 쇄되어 cavity로 떨어져 나간

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의 피복  손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성핵종은 Table 

3.3.33과 같이 fine(particle), gas  volatile로 구성된다. NUREG-1536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장할 경우에 사용후핵연료 이 손상될 확률은 정상조건인 

경우 1 %, 비정상조건인 경우 10 %, 그리고 사고조건인 경우에 해서는 

100 %로 규정하고 있으며[3.3.26], 핵연료  피복  손에 의해 발생되는 

fine이 cavity로 방출될 수 있는 분량은 0.003 %로 평가하고 있다. 핵연료

으로부터 cavity로 빠져나가는 핵분열성 gas의 핵종으로는 H-3, I-129, 

Kr-81, Kr-85  Xe-127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의 30 %가 cavity로 방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Cs-134, Cs-135, Cs-137, Ru-106, Sr-89  

Sr-90을 volatile 핵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핵종이 cavity로 방출되는 

분량은 2×10-4 라고 평가하고 있다.

  ANSI N14.5에서는 NUREG/CR-6487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용하고 있다. 그러나, ISO 12807에서는 crud의 100 %가 cavity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clud  fine과 같은 고체 입자들이 공 에 

떠서 방출될 수 있는 분량은 10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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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3. Fractions Available for Release in Accordance with 

Source Species

Primary

Sources
Radio-nuclide Species

Fractions Available for Release

Normal Off-normal Accident

Clud Co-60 0.15 0.15 1.0

Gases 
H-3, I-129, Kr-81, Kr-85, 

Xe-127
0.3 0.3 0.3

Volatiles

Cs-134, Cs-135, Cs-137, 

Ru-103, Ru-106, Sr-89, 

Sr-90

2×10-4 2×10-4 2×10-4

Fines Others 3×10-5 3×10-5 3×10-5

   나) 허용 설률(Allowable Leakage Rate)

    (1) PWR 사용후핵연료의 장

격납 평가를 수행하기 한 기  핵연료로는 연소도 48,000 

MWD/tU, 농축도 4.5 wt%, 냉각기간 10년인 사용후핵연료를 용하 다. 사

용후핵연료 집합체 1 다발에서 발생되는 방사능량은 ORIGEN2 산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 으며, 방사능량의 총 99.9 %를 차지하는 30개 핵종으로부

터의 방사능량은 9.5×103 TBq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장용기에 장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24 다발로부터 발생되는 총 방사능은 2.28×10
5 TBq으

로 평가되었다.

  허용 방출률을 계산하기 해서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핵종의 

source term에 따라 방출되는 분량을 용하여 방출 제한치인 A2 값을 구해

야 하며, Table 3.3.34의 결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으며, 

     A 2eq =
1

Σ(F i/A 2i)
=

1
0.167

= 5.99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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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의 허용 방출률(RN)은 다음 식으로부터 1.66×10
-9 TBq로 계산된다.

     RN = A 2eq × 10- 6 ×
1

3600
TBq  ------------------ (3.3.11)

  허용 설률은 단  시간당 격납 경계로부터 설되는 유체의 허용 체

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로부터 결정된다. 

  장용기의 격납 경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하고 있는 캐니스터이다. 캐

니스터는 두께 12.7 ㎜, 외경 1,737 ㎜, 길이 4,534 ㎜를 가지고 있으며,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24 다발을 장할 때 MPC의 자유체 (VN)은 8.392 ㎥

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CN)은 식 (3.3.12)로부터 1.20×10
1 TBq/㎥

로 계산되었으며, 

CN =
RITN
VN

TBq/㎥  ----------------- (3.3.12)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24 다발을 다목  캐니스터에 장할 경우 허

용 설률(LN)은 식 (3.3.13)으로부터 1.38×10
-10 ㎥/s로 평가되었다.

LN =
RN
CN  ------------------------- (3.3.13)

    (2) 속 환체의 장

사용후핵연료를 속 환체로 환하게 되면 장반감기 핵종  고방

열성 핵종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방사능량의 총 99.9 %를 차지하는 30개 핵

종  약 20개의 핵종만 남게 된다. 따라서, PWR 사용후핵연료 1 다발을 

속 환체로 환하 을 경우 방사능량은 1.94×103 TBq로 계산되었으며, 동

일한 장용기에 PWR 사용후핵연료 96 다발을 속 환체로 환하여 장

할 수 있으므로 장용기에 장되는 속 환체 24 다발로부터 발생되는 

총 방사능량은 1.86×10
5 TBq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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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4. Dominant Radionuclide and Their Limits for the 24 PWR 

Spent Fuel Assemblies under Normal and Off-Normal 

Conditions

Activity
(ci/tU)

Activity
(TBq/tU)

Release
Fraction

to cavity

Failed
Fuel Rod

Airbone
Releasable
Activity
(TBq)

Activity
Fraction
(Fi)

Release
Limit
(A2i)

Fi/A2i
(TBq)

C0-60 Clud 2.44E+01 9.01E-01 4.24E-01 24 1.0E+00 1.0E+00 1.0E-01 1.02E+00 1.01E-02 4.0E-01 2.52E-02

Cs137 Volatile 1.20E+05 4.42E+03 2.08E+03 24 2.0E-04 1.0E-01 1.0E+00 9.97E-01 9.90E-03 6.0E-01 1.65E-02

Ba137m 1.13E+05 4.18E+03 1.97E+03 24 3.0E-05 1.0E-01 1.0E-01 1.41E-02 1.40E-04 6.0E-01 2.34E-04

Pu241 8.77E+04 3.24E+03 1.52E+03 24 3.0E-05 1.0E-01 1.0E-01 1.10E-02 1.09E-04 6.0E-02 1.82E-03

Y90 8.62E+04 3.19E+03 1.50E+03 24 3.0E-05 1.0E-01 1.0E-01 1.08E-02 1.07E-04 3.0E-01 3.57E-04

Sr90 8.61E+04 3.19E+03 1.50E+03 24 3.0E-05 1.0E-01 1.0E-01 1.08E-02 1.07E-04 3.0E-01 3.57E-04

Pm147 1.08E+04 4.00E+02 1.88E+02 24 3.0E-05 1.0E-01 1.0E-01 1.35E-03 1.34E-05 2.0E+00 6.71E-06

Cs134 Volatile 1.01E+04 3.74E+02 1.76E+02 24 2.0E-04 1.0E-01 1.0E+00 8.43E-02 8.37E-04 7.0E-01 1.20E-03

Kr85 Gas 7.27E+03 2.69E+02 1.26E+02 24 3.0E-01 1.0E-01 1.0E+00 9.11E+01 9.04E-01 1.0E+01 9.04E-02

Eu154 6.92E+03 2.56E+02 1.20E+02 24 3.0E-05 1.0E-01 1.0E-01 8.67E-04 8.60E-06 6.0E-01 1.43E-05

Pu238 4.79E+03 1.77E+02 8.33E+01 24 3.0E-05 1.0E-01 1.0E-01 6.00E-04 5.95E-06 1.0E-03 5.95E-03

Cm244 3.34E+03 1.24E+02 5.81E+01 24 3.0E-05 1.0E-01 1.0E-01 4.18E-04 4.15E-06 2.0E-03 2.08E-03

Eu155 2.40E+03 8.86E+01 4.16E+01 24 3.0E-05 1.0E-01 1.0E-01 3.00E-04 2.98E-06 3.0E+00 9.92E-07

Am241 1.90E+03 7.04E+01 3.31E+01 24 3.0E-05 1.0E-01 1.0E-01 2.38E-04 2.36E-06 1.0E-03 2.36E-03

Sb125 1.54E+03 5.69E+01 2.68E+01 24 3.0E-05 1.0E-01 1.0E-01 1.93E-04 1.91E-06 1.0E+00 1.91E-06

Ru106 Volatile 7.59E+02 2.81E+01 1.32E+01 24 2.0E-04 1.0E-01 1.0E+00 6.34E-03 6.29E-05 2.0E-01 3.14E-04

Rh106 7.59E+02 2.81E+01 1.32E+01 24 3.0E-05 1.0E-01 1.0E-01 9.51E-05 9.43E-07 8.0E-01 1.18E-06

Pu240 6.24E+02 2.31E+01 1.09E+01 24 3.0E-05 1.0E-01 1.0E-01 7.82E-05 7.76E-07 1.0E-03 7.76E-04

H3 Gas 6.02E+02 2.23E+01 1.05E+01 24 3.0E-01 1.0E-01 1.0E+00 7.54E+00 7.48E-02 4.0E+00 1.87E-02

Sm151 4.38E+02 1.62E+01 7.61E+00 24 3.0E-05 1.0E-01 1.0E-01 5.48E-05 5.44E-07 1.0E+00 5.44E-07

Te125m 3.76E+02 1.39E+01 6.53E+00 24 3.0E-05 1.0E-01 1.0E-01 4.70E-05 4.67E-07 9.0E-01 5.18E-07

Pu239 3.53E+02 1.31E+01 6.14E+00 24 3.0E-05 1.0E-01 1.0E-01 4.42E-05 4.38E-07 1.0E-03 4.38E-04

Ce144 2.17E+02 8.04E+00 3.78E+00 24 3.0E-05 1.0E-01 1.0E-01 2.72E-05 2.70E-07 2.0E-01 1.35E-06

Pr144m 2.17E+02 8.04E+00 3.78E+00 24 3.0E-05 1.0E-01 1.0E-01 2.72E-05 2.70E-07 6.0E-01 4.50E-07

Co60 5.38E+01 1.99E+00 9.35E-01 24 3.0E-05 1.0E-01 1.0E-01 6.73E-06 6.68E-08 4.0E-01 1.67E-07

Cd113m 4.80E+01 1.78E+00 8.35E-01 24 3.0E-05 1.0E-01 1.0E-01 6.01E-06 5.97E-08 5.0E-01 1.19E-07

Np239 3.02E+01 1.12E+00 5.25E-01 24 3.0E-05 1.0E-01 1.0E-01 3.78E-06 3.75E-08 4.0E-01 9.38E-08

Am243 3.02E+01 1.12E+00 5.25E-01 24 3.0E-05 1.0E-01 1.0E-01 3.78E-06 3.75E-08 1.0E-03 3.75E-05

Cm243 2.47E+01 9.13E-01 4.29E-01 24 3.0E-05 1.0E-01 1.0E-01 3.09E-06 3.07E-08 1.0E-03 3.07E-05

Tc99 1.86E+01 6.86E-01 3.23E-01 24 3.0E-05 1.0E-01 1.0E-01 2.32E-06 2.31E-08 9.0E-01 2.56E-08

Am242m 1.35E+01 4.98E-01 2.34E-01 24 3.0E-05 1.0E-01 1.0E-01 1.68E-06 1.67E-08 1.0E-03 1.67E-05

5.46E+05 2.02E+04 9.50E+03 24

5.46E+05 2.02E+04 1.01E+02 1.67E-01Total

Radionuclide
Package
Activity
(TBq)

SUM

2.28E+05

  NUREC 규정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복합 핵종에 해 허용할 수 있는 

방출 제한치인 A2 값은 Table 3.3.35의 결과로부터 1.02×10
-2 TBq로 계산되

었으며, 허용 방출률은 식 (3.3.111)로부터 2.83×10-12로 계산되었다. 

  속 환체를 장할 때 장용기의 격납 경계인 MPC의 자유체 은 

8.784 ㎥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는 식 (3.3.12)로부터 6.35×10-3 

TBq/㎥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속 환체를 장할 경우 허용 설률은 식 

(3.3.13)으로부터 4.46×10-10 ㎥/s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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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 리공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속 환체로 환하면서, 체 방

사성 핵종  큰 방사능량을 차지하는 Kr-85가 제거된다. 한, 장반감기 핵

종  고방열성 핵종들도 제거된다. 그 결과로서, 동일한 장시스템에 장

할 경우 약 4배 더 많은 양을 장하면서도 방출 가능한 방사능이 작아지고, 

단  체  당 평균 방사능이 커짐으로 인하여 허용 설률이 커져 사용후핵

연료를 장하는 경우보다 격납 조건이 유리해 짐을 알 수 있다. 

Table 3.3.35. Dominant Radionuclide and Their Limits for the 24 

Conditioned Spent Fuels under Normal and Off-Normal 

Conditions

Activity
(ci/tU)

Activity
(TBq/tU)

Release
Fraction

to cavity

Failed
Fuel Rod

Airbone
Releasable
Activity
(TBq)

Activity
Fraction
(Fi)

Release
Limit
(A2i)

Fi/A2i
(TBq)

Pu241 8.77E+04 3.24E+03 1.52E+03 24 4 3.0E-05 1.0E-01 1.0E-01 4.39E-02 7.87E-01 6.0E-02 1.31E+01

Eu154 6.92E+03 2.56E+02 1.20E+02 24 4 3.0E-05 1.0E-01 1.0E-01 3.47E-03 6.21E-02 6.0E-01 1.04E-01

Pu238 4.79E+03 1.77E+02 8.33E+01 24 4 3.0E-05 1.0E-01 1.0E-01 2.40E-03 4.30E-02 1.0E-03 4.30E+01

Cm244 3.34E+03 1.24E+02 5.81E+01 24 4 3.0E-05 1.0E-01 1.0E-01 1.67E-03 3.00E-02 2.0E-03 1.50E+01

Eu155 2.40E+03 8.86E+01 4.16E+01 24 4 3.0E-05 1.0E-01 1.0E-01 1.20E-03 2.15E-02 3.0E+00 7.17E-03

Am241 1.90E+03 7.04E+01 3.31E+01 24 4 3.0E-05 1.0E-01 1.0E-01 9.53E-04 1.71E-02 1.0E-03 1.71E+01

Sb125 1.54E+03 5.69E+01 2.68E+01 24 4 3.0E-05 1.0E-01 1.0E-01 7.71E-04 1.38E-02 1.0E+00 1.38E-02

Rh106 7.59E+02 2.81E+01 1.32E+01 24 4 3.0E-05 1.0E-01 1.0E-01 3.80E-04 6.81E-03 8.0E-01 8.52E-03

Pu240 6.24E+02 2.31E+01 1.09E+01 24 4 3.0E-05 1.0E-01 1.0E-01 3.13E-04 5.60E-03 1.0E-03 5.60E+00

Sm151 4.38E+02 1.62E+01 7.61E+00 24 4 3.0E-05 1.0E-01 1.0E-01 2.19E-04 3.93E-03 1.0E+00 3.93E-03

Pu239 3.53E+02 1.31E+01 6.14E+00 24 4 3.0E-05 1.0E-01 1.0E-01 1.77E-04 3.17E-03 1.0E-03 3.17E+00

Ce144 2.17E+02 8.04E+00 3.78E+00 24 4 3.0E-05 1.0E-01 1.0E-01 1.09E-04 1.95E-03 2.0E-01 9.75E-03

Pr144m 2.17E+02 8.04E+00 3.78E+00 24 4 3.0E-05 1.0E-01 1.0E-01 1.09E-04 1.95E-03 6.0E-01 3.25E-03

Co60 5.38E+01 1.99E+00 9.35E-01 24 4 3.0E-05 1.0E-01 1.0E-01 2.69E-05 4.83E-04 4.0E-01 1.21E-03

Cd113m 4.80E+01 1.78E+00 8.35E-01 24 4 3.0E-05 1.0E-01 1.0E-01 2.40E-05 4.31E-04 5.0E-01 8.62E-04

Np239 3.02E+01 1.12E+00 5.25E-01 24 4 3.0E-05 1.0E-01 1.0E-01 1.51E-05 2.71E-04 4.0E-01 6.77E-04

Am243 3.02E+01 1.12E+00 5.25E-01 24 4 3.0E-05 1.0E-01 1.0E-01 1.51E-05 2.71E-04 1.0E-03 2.71E-01

Cm243 2.47E+01 9.13E-01 4.29E-01 24 4 3.0E-05 1.0E-01 1.0E-01 1.24E-05 2.21E-04 1.0E-03 2.21E-01

Tc99 1.86E+01 6.86E-01 3.23E-01 24 4 3.0E-05 1.0E-01 1.0E-01 9.29E-06 1.67E-04 9.0E-01 1.85E-04

Am242m 1.35E+01 4.98E-01 2.34E-01 24 4 3.0E-05 1.0E-01 1.0E-01 6.74E-06 1.21E-04 1.0E-03 1.21E-01

1.11E+05 4.12E+03 1.94E+03 24 4

1.11E+05 4.12E+03 5.58E-02 9.77E+01

Radionuclide
Package
Activity
(TBq)

SUM

Total 1.86E+05

    (3) 속 환체 장용기의 격납평가

속 환체를 장하기 한 장용기의 격납경계는 장 콘테이

이며, 이 장 콘테이 에는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28 다발을 속 환

체로 환하여 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장된 속 환체로부터의 총 방사

능량은 5.42 × 10
4 TBq이다. 

   복합 핵종에 한 A2 값은 NUREC/CR-6487 규정사항을 고려하여 계산

된 Table 3.3.36의 결과로부터 1.02 × 10-2 TBq로 계산되었으며, 허용방출률

(RN)은 식 (3.3.11)로부터 2.8 × 10
-12 TBq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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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기의 장 콘테이 에 속 환체를 장하 을 때 콘테이 의 자

유체 (VN)은 0.454 ㎥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CN)은 식 (3.3.12)로

부터 3.59 × 10-2 TBq/㎥로 계산되었으며, 장용기에 속 환체를 장할 

경우 허용 설률(LN)은 식 (3.3.13)으로부터 7.80 × 10
-11 ㎥/s로 평가되었다.

Table 3.3.36. Dominant Radionuclide and Their Limits for the 7 

Conditioned Spent Fuels under Normal and Off-Normal 

Conditions 

Activity
(ci/tU)

Activity
(TBq/tU)

Release
Fraction

to cavity

Failed
Fuel Rod

Airbone
Releasable
Activity
(TBq)

Activity
Fraction
(Fi)

Release
Limit
(A2i)

Fi/A2i
(TBq)

Pu241 8.77E+04 3.24E+03 1.52E+03 7 4 3.0E-05 1.0E-01 1.0E-01 1.28E-02 7.87E-01 6.0E-02 1.31E+01

Eu154 6.92E+03 2.56E+02 1.20E+02 7 4 3.0E-05 1.0E-01 1.0E-01 1.01E-03 6.21E-02 6.0E-01 1.04E-01

Pu238 4.79E+03 1.77E+02 8.33E+01 7 4 3.0E-05 1.0E-01 1.0E-01 7.00E-04 4.30E-02 1.0E-03 4.30E+01

Cm244 3.34E+03 1.24E+02 5.81E+01 7 4 3.0E-05 1.0E-01 1.0E-01 4.88E-04 3.00E-02 2.0E-03 1.50E+01

Eu155 2.40E+03 8.86E+01 4.16E+01 7 4 3.0E-05 1.0E-01 1.0E-01 3.50E-04 2.15E-02 3.0E+00 7.17E-03

Am241 1.90E+03 7.04E+01 3.31E+01 7 4 3.0E-05 1.0E-01 1.0E-01 2.78E-04 1.71E-02 1.0E-03 1.71E+01

Sb125 1.54E+03 5.69E+01 2.68E+01 7 4 3.0E-05 1.0E-01 1.0E-01 2.25E-04 1.38E-02 1.0E+00 1.38E-02

Rh106 7.59E+02 2.81E+01 1.32E+01 7 4 3.0E-05 1.0E-01 1.0E-01 1.11E-04 6.81E-03 8.0E-01 8.52E-03

Pu240 6.24E+02 2.31E+01 1.09E+01 7 4 3.0E-05 1.0E-01 1.0E-01 9.12E-05 5.60E-03 1.0E-03 5.60E+00

Sm151 4.38E+02 1.62E+01 7.61E+00 7 4 3.0E-05 1.0E-01 1.0E-01 6.39E-05 3.93E-03 1.0E+00 3.93E-03

Pu239 3.53E+02 1.31E+01 6.14E+00 7 4 3.0E-05 1.0E-01 1.0E-01 5.15E-05 3.17E-03 1.0E-03 3.17E+00

Ce144 2.17E+02 8.04E+00 3.78E+00 7 4 3.0E-05 1.0E-01 1.0E-01 3.17E-05 1.95E-03 2.0E-01 9.75E-03

Pr144m 2.17E+02 8.04E+00 3.78E+00 7 4 3.0E-05 1.0E-01 1.0E-01 3.17E-05 1.95E-03 6.0E-01 3.25E-03

Co60 5.38E+01 1.99E+00 9.35E-01 7 4 3.0E-05 1.0E-01 1.0E-01 7.86E-06 4.83E-04 4.0E-01 1.21E-03

Cd113m 4.80E+01 1.78E+00 8.35E-01 7 4 3.0E-05 1.0E-01 1.0E-01 7.01E-06 4.31E-04 5.0E-01 8.62E-04

Np239 3.02E+01 1.12E+00 5.25E-01 7 4 3.0E-05 1.0E-01 1.0E-01 4.41E-06 2.71E-04 4.0E-01 6.77E-04

Am243 3.02E+01 1.12E+00 5.25E-01 7 4 3.0E-05 1.0E-01 1.0E-01 4.41E-06 2.71E-04 1.0E-03 2.71E-01

Cm243 2.47E+01 9.13E-01 4.29E-01 7 4 3.0E-05 1.0E-01 1.0E-01 3.60E-06 2.21E-04 1.0E-03 2.21E-01

Tc99 1.86E+01 6.86E-01 3.23E-01 7 4 3.0E-05 1.0E-01 1.0E-01 2.71E-06 1.67E-04 9.0E-01 1.85E-04

Am242m 1.35E+01 4.98E-01 2.34E-01 7 4 3.0E-05 1.0E-01 1.0E-01 1.96E-06 1.21E-04 1.0E-03 1.21E-01

1.11E+05 4.12E+03 1.94E+03 7 4

1.11E+05 4.12E+03 1.63E-02 9.77E+01

SUM

Total

Radionuclide
Package
Activity
(TBq)

5.42E+04

 

  나. 볼트 장방식 비 안 성평가

     건식 장 개념평가에서 제시된 MVDS 장시스템에 한 핵임계, 차

폐, 열 달  구조안 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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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임계 안 성 평가

      가) 핵종량 결정  계산모델 설정 

          속용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  사용후핵연료인 4.5 wt%, 48 

GWd/tU  10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을 상으로 ORIGEN2 코드를 이용하

여 핵종량을 계산하고, 속 환체에 포함되지 않는 17 개 원소를 제외한 나

머지 원소로 구성된 속 환체의 구성핵종을 결정하 다. 이 에서 핵임계

도에 미치는 향이 큰 30 개의 주요한 핵종을 선정하고, 보정인자를 용하

여 95 % 확률과 95 %의 신뢰도를 갖는 보수 인 핵종량 값을 산출하여 핵

임계도 계산에 사용하 다. 

  Fig. 3.3.41과 같이 MVDS에 속 환체를 장 한 경우에 한 계산모델을 

설정하 다. 7 개의 핵연료 이 육각형태를 이루며 핵연료 콘테이  내에 배

열된 형태를 가상하고, 3 개의 단 장 캐니스터가 장 콘테이 에 배열된 

형태이다. 총 72 개의 장 콘테이 가 배열된 모듈을 가상하 다. 각 핵연

료 콘테이 에 12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속으로 환한 속 환체

가 장진되므로 MVDS 모듈 체에 장 된 속 환체는 864 개의 사용후핵

연료 집합체에 해당된다. 핵임계 계산 모델에서는 MVDS 콘테이 가 무한

배열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Fig. 3.3.41. Geometrical Model of MVDS 

for Keff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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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핵임계도 계산  결과 분석

       MVDS에 한 핵임계도 계산결과는 Table 3.3.37에 제시하 다. 

Table 3.3.3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핵연료를 가정하여 계산한 경우에

는 정상상태의 핵임계도는 0.81802±0.00180으로 미임계한계치(keff=0.95)를 

만족하지만, 가상사고시는 최  핵임계도값이 1.05343±0.00379로 미임계 한계

치보다 매우 높은 값을 보 다. 따라서 속 장용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핵연료를 가정한 상태에서는 핵임계 안 성을 입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

다. 

  연소도 이득 용의 경우에 정상상태에서의 핵임계도값은 미임계한계치보

다 매우 낮은 값을 갖는다. 한 가상사고시에도 0.79147±0.00292로 나타났

으며, 95 % 신뢰도를 갖는 최 핵임계값이 0.79731로서 산코드의 계산오

차 (약 2 %)를 고려하더라도 미임계한계치 (keff=0.95)보다 매우 작은 값이

다. 따라서 MVDS에 864 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해당되는 속 환체를 

장 하여 장하는데 있어, 핵임계 안 성 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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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7. Keff for MVDS Loading the Conditioned Spent Fuel

Condition Keff±σ

Fresh 

fuel

Normal condition 0.81802±0.00180

Hypothetical accidental condition

-Water flooding

-Abnormal location

-Abnormal location + canister

 removal

1.05343±0.00379

Burnup 

credit

Normal condition 0.53602±0.00216

Hypothetical accidental condition

-Water flooding

-Abnormal location

-Abnormal location + canister

 removal

0.79147±0.00292

2) 방사선차폐 안 성 평가  

    

    가) 감마선의 방사선 세기와 스펙트럼 결정  계산모델 설정

          속 장용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마선의 방사선 세기와 

스펙트럼을 결정하 다. MVDS에서는 용기표면에서의 선량율이 아니라 모

듈의 표면에서의 선량율을 결정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MVDS 장모듈

을 기 으로 Fig. 3.3.42와 같은 차폐계산 모델을 설정하 다. Fig. 3.3.42의 

모델 좌우와 윗면에 반사경계조건을 주어 동일한 형태의 배열이 연속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은 모델설정을 통하여 

차폐계산 결과가 실제 모듈보다 보수 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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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선 차폐계산 결과분석

         MVDS의 외벽의 재질이 일반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선량율이 최  

허용선량율(1 mrem/hr)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콘크리트인 경우에 

한 차폐계산 결과는 0.1 mrem/hr로 최 허용선량율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VDS의 모듈의 외벽을 코크리트로 제조할 경우

에는 외벽에서의 방사선량 계산값은 방사선 작업장의 최 허용선량율

(1mrem/hr)이하가 됨으로 MVDS 방식으로 속 환체를 장할 경우에 방

사선 차폐 에서는 안 하다는 결론 내릴 수 있다. 

Fig. 3.3.42. Geometrical Model of MVDS 

for Shielding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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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차폐계산 결과분석

          MVDS의 외벽의 재질이 일반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선량율이 최

허용선량율(1 mrem/hr)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콘크리트인 경우에 

한 차폐계산 결과는 0.1 mrem/hr로 최 허용선량율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VDS의 모듈의 외벽을 코크리트로 제조할 경우

에는 외벽에서의 방사선량 계산값은 방사선 작업장의 최 허용선량율

(1mrem/hr)이하가 됨으로 MVDS 방식으로 속 환체를 장할 경우에 방

사선 차폐 에서는 안 하다는 결론 내릴 수 있다. 

   3) 열 달 안 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은 핵연료의 최  장시 잔열을 제거할 수 있

는 냉각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잔열 제거계통은 장된 핵연료와 피복 의 

온도가 규제기 의 권고치 는 승인치를 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냉각능력

을 확보하고, 모든 설계기  사고조건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MVDS 장시스템의 냉각방식은 공기 입출구 사이의 높이 차와 온도차로 

인한 굴뚝효과가 이용하여 공기순환을 통한 자연냉각 방식을 사용한다. 공기

순환에 의하여 속 환체 장 콘테이 를 냉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량

을 공 할 수 있는 유로 형상을 갖도록 하 다. 

    가) 열해석 모델링 

        열수력해석은 볼트 모듈 내부의 자연 류 냉각계통에 한 유동해

석을 통하여 유동장에 한 온도분포  내부에 설치된 장 콘테이 의 외

벽온도를 구한 후 콘테이  내부에 한 열 달해석을 수행하여 속 환체

의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속 환체의 기  핵연료는 연소도 48,000 MWD/MTU, 기 농축도 4.5 

wt.%, 냉각기간 10년인 PWR 핵연료를 기 으로 하 으며, PWR 핵연료집

합체 1개에 해당하는 속 환체의 붕괴열은 208 W로 고려하 다. 장용량

은 1개 모듈에 72개의 장 콘테이 , 1개의 콘테이 에 12개의 속 환체

를 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864개의 단 장 속 환체를 고려하 으며, 

냉각부하는 180 kW로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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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차폐체는 열 도율이 낮고 두께가 1 m 이상으로 비교  두껍기 

때문에 열해석 모델에서는 콘크리트 벽을 통한 열 도를 무시하고 단열조건

을 용하 다. 장시설의 정상운 조건에서 환경온도는 연평균 기온도를 

용하며, 열 달에서 볼트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27 ℃로 고려하 다. 

볼트 내부공간의 장 콘테이  주변을 순환하여 가열된 공기를 효율 으로 

방출시키기 하여 굴뚝 높이를 25 m로 고려하 다. 

    나) 열해석 결과  분석 

      Fig. 3.3.43은 볼트 내부에 한 열유동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캐니스

터 외벽의 최고온도는 105 ℃로 계산되었고 굴뚝을 통하여 외부로 방출되는 

공기의 온도는 40 ℃로 계산되었다. Fig. 3.3.44는 유동장에 한 속도벡터를 

나타내며, 볼트 내부에서 공기의 최  유속은 3.8 m/s로 계산되었다.

Fig. 3.3.43. Temperature Contour for MVD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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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4. Velocity Vector for MVDS System.

 

  콘테이  외벽의 온도 105 ℃를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여 콘테이  내부의 

속 환체에 한 온도분포를 계산하 으며, 장 콘테이 의 내부에는 헬

륨가스가 채워진 조건을 고려하 다. Fig. 3.3.45는 콘테이  내부의 온도분

포를 나타내며, 속 환체 연료 의 최  온도는 145 ℃로 계산되었다. 

장 콘테이  재질을 열 도율이 좋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장 콘테

이  내부의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열 달 효율을 증 시켜 콘테이  외벽 

온도와 콘테이  내부의 연료  온도차가 비교  작게 나타났다. 속 환체 

장 콘테이  내부에 헬륨가스가 채워진 정상운 조건에서 연료 의 최

온도가 145 ℃로 계산되어 정상운 조건에서의 허용온도로 설정된 150 ℃보

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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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5. Temperature Contour for Storage 

Container.

  속 환체의 격납경계를 이루는 단 장 캐니스터  장 콘테이 가 

손되어 공기가 채워진다고 가정한 조건에서 연료 의 최 온도는 182 ℃

로 계산되었으며, 이 온도는 사고조건시 허용온도 200 ℃보다 낮으므로 속 

연료의 발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MVDS 

장방식의 열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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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조 안 성 평가

  볼트 장방식의 구조평가는 장 캐니스터의 수직낙하 해석을 

으로 수행하 다. 왜냐하면 볼트 장방식에서 구조부분은 일반 으로 건축

구조물로서 기존의 볼트 장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설계상의 변동사항이 없

도록 하 다. 다만 캐니스터에 해서는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됨에 따라 

캐니스터의 취 상 발생할 수 있는 낙하평가를 수행하 다.

MVDS 캐니스터 사고조건에 한 평가에서 일반 으로 상되는 것은 

수직낙하 사고이다. 따라서 수직낙하 조건에서 바스켓 구조물  캐니스터에 

한 검토가 요하다. Fig. 3.3.46은 MVDS 캐니스터의 기본 형상이다. 캐니

스터의 구조부분에 한 응력 허용치 평가에 한 해석은 유한요소법으로 

수행하 다. 

Fig. 3.3.46. Basket Assembly of MVDS Canister. 

이러한 수직낙하조건에 한 캐니스터의 해석을 수행하기 해, 유한요소 

해석모델은 Basket Structure의 칭 모델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다음과 같

이 체를 Fig. 3.3.47과 같이 모델링 하 다. 상용 로그램인 

ABAQUS/Explicit를 사용하여 유한 요소 모델링  해석을 수행하 고, 해

석에 사용된 요소는 ABAQUS/Explicit의 3차원 Solid 요소인 C3D8R이다.



- 259 -

Fig. 3.3.47. FEM Model of Canister.

가정사항  기조건은 유한요소 모델의 수직낙하 해석 시 충격을 받는 

바닥면을 강체로 가정하 다. 낙하 높이는 300 mm 이며, 상당 기 낙하 속

도인 2426.1 mm/s로 가정하여 수직 낙하 해석에서 수행하 다.

해석 방법은 캐니스터의 하단부의 강 (steel plate)에 하여 원형 형상

을 그 로 모델로 사용하 고, 상용 로그램인 ABAQUS/Standard를 사용

하여 유한 요소 모델링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ABAQUS/ EXPLICIT의 3차원 Solid 요소인 C3D8R이다. 속 환체가 있는 

내부 단 장체는 알류미늄, 바스켓 구조물  캐니스터는 스테인 스 강으

로 그 기계  물성치는 앞 의 속 장용기와 같이 용하 다.

캐니스터의 각 구성품에 한 해석결과는 충격 기, 간  최  단계

별로 Fig. 3.3.48부터 3.3.50과 같다. 단  장체, 바스켓, 캐니스터의 최 응

력은 각각 10.98 MPa, 126.8 MPa, 191.1 MPa로 평가되었다. 이결과는 단  

장체에서 알류미늄의 허용응력 72.39 MPa과 바스켓  캐니스터에서 스테

인 스 강의 허용응력 331 MPa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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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8. Fuel Storage with Metal Rod.

Fig. 3.3.49. Basket Structure of MVDS.

Fig. 3.3.50. Canister of MVDS.

  5) 격납 안 성 평가

 속 환체를 장하기 한 MVDS의 콘테이 에는 PWR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 12 다발을 속 환체로 환하여 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장

된 속 환체로부터의 총 방사능량은 2.32 × 104 TBq이다. 

   복합 핵종에 한 A2 값은 NUREC/CR-6487 규정사항을 고려하여 계산

된 Table 3.3.38의 결과로부터 1.02 × 10-2 TBq로 계산되었으며, 허용방출률

(RN)은 식 (3.3.11)로부터 2.8 × 10
-12 TBq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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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기의 장 콘테이 에 속 환체를 장하 을 때 콘테이 의 자

유체 (VN)은 0.378 ㎥이므로, 단 체  당 방사능 농도(CN)은 식 (3.3.12)로

부터 1.84 × 10-2 TBq/㎥로 계산되었으며, 장용기에 속 환체를 장할 

경우 허용 설률(LN)은 식 (3.3.13)으로부터 1.52 × 10
-10 ㎥/s로 평가되었다.

Table 3.3.38. Dominant Radionuclide and Their Limits for the 3 Conditioned 

Spent Fuels under Normal and Off-Normal Conditions 

Activity
(ci/tU)

Activity
(TBq/tU)

Release
Fraction

to cavity

Failed
Fuel Rod

Airbone
Releasable
Activity
(TBq)

Activity
Fraction
(Fi)

Release
Limit
(A2i)

Fi/A2i
(TBq)

Pu241 8.77E+04 3.24E+03 1.52E+03 3 4 3.0E-05 1.0E-01 1.0E-01 5.49E-03 7.87E-01 6.0E-02 1.31E+01

Eu154 6.92E+03 2.56E+02 1.20E+02 3 4 3.0E-05 1.0E-01 1.0E-01 4.33E-04 6.21E-02 6.0E-01 1.04E-01

Pu238 4.79E+03 1.77E+02 8.33E+01 3 4 3.0E-05 1.0E-01 1.0E-01 3.00E-04 4.30E-02 1.0E-03 4.30E+01

Cm244 3.34E+03 1.24E+02 5.81E+01 3 4 3.0E-05 1.0E-01 1.0E-01 2.09E-04 3.00E-02 2.0E-03 1.50E+01

Eu155 2.40E+03 8.86E+01 4.16E+01 3 4 3.0E-05 1.0E-01 1.0E-01 1.50E-04 2.15E-02 3.0E+00 7.17E-03

Am241 1.90E+03 7.04E+01 3.31E+01 3 4 3.0E-05 1.0E-01 1.0E-01 1.19E-04 1.71E-02 1.0E-03 1.71E+01

Sb125 1.54E+03 5.69E+01 2.68E+01 3 4 3.0E-05 1.0E-01 1.0E-01 9.63E-05 1.38E-02 1.0E+00 1.38E-02

Rh106 7.59E+02 2.81E+01 1.32E+01 3 4 3.0E-05 1.0E-01 1.0E-01 4.75E-05 6.81E-03 8.0E-01 8.52E-03

Pu240 6.24E+02 2.31E+01 1.09E+01 3 4 3.0E-05 1.0E-01 1.0E-01 3.91E-05 5.60E-03 1.0E-03 5.60E+00

Sm151 4.38E+02 1.62E+01 7.61E+00 3 4 3.0E-05 1.0E-01 1.0E-01 2.74E-05 3.93E-03 1.0E+00 3.93E-03

Pu239 3.53E+02 1.31E+01 6.14E+00 3 4 3.0E-05 1.0E-01 1.0E-01 2.21E-05 3.17E-03 1.0E-03 3.17E+00

Ce144 2.17E+02 8.04E+00 3.78E+00 3 4 3.0E-05 1.0E-01 1.0E-01 1.36E-05 1.95E-03 2.0E-01 9.75E-03

Pr144m 2.17E+02 8.04E+00 3.78E+00 3 4 3.0E-05 1.0E-01 1.0E-01 1.36E-05 1.95E-03 6.0E-01 3.25E-03

Co60 5.38E+01 1.99E+00 9.35E-01 3 4 3.0E-05 1.0E-01 1.0E-01 3.37E-06 4.83E-04 4.0E-01 1.21E-03

Cd113m 4.80E+01 1.78E+00 8.35E-01 3 4 3.0E-05 1.0E-01 1.0E-01 3.01E-06 4.31E-04 5.0E-01 8.62E-04

Np239 3.02E+01 1.12E+00 5.25E-01 3 4 3.0E-05 1.0E-01 1.0E-01 1.89E-06 2.71E-04 4.0E-01 6.77E-04

Am243 3.02E+01 1.12E+00 5.25E-01 3 4 3.0E-05 1.0E-01 1.0E-01 1.89E-06 2.71E-04 1.0E-03 2.71E-01

Cm243 2.47E+01 9.13E-01 4.29E-01 3 4 3.0E-05 1.0E-01 1.0E-01 1.54E-06 2.21E-04 1.0E-03 2.21E-01

Tc99 1.86E+01 6.86E-01 3.23E-01 3 4 3.0E-05 1.0E-01 1.0E-01 1.16E-06 1.67E-04 9.0E-01 1.85E-04

Am242m 1.35E+01 4.98E-01 2.34E-01 3 4 3.0E-05 1.0E-01 1.0E-01 8.42E-07 1.21E-04 1.0E-03 1.21E-01

1.11E+05 4.12E+03 1.94E+03 3 4

1.11E+05 4.12E+03 6.97E-03 9.77E+01

SUM

Total 2.32E+04

Radionuclide
Package
Activity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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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식 장방식 종합평가  최 방식 선정 

지 까지 수행된 간 장방식 타당성 분석 연구를 완성하기 하여, 

속용기 방식과 볼트방식에 한 기술성, 경제성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수행

하 다. 객 성 있는 종합 평가를 하여 기술성에 한 정성  분석과 경제

성에 한 정량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결정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3.3.27]을 용하 다. 종합 평가를 

하여 속 환체 특성을 잘 이해고 있으며, 간 장시설에 한 설계 경

험이 있는 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되었다. 

 가. 비교평가 수행방법

  (1) 근방법

비교평가 상으로는 속캐스크 장방식과 볼트방식 두 개로 압축

하여 비교평가 하 다. 이 두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하여 열 제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속 환체의 산화 특성을 감안하여 도출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방식의 상  비교에 을 맞추었다. 한, 기술성  경제성의 비교의 근

간은 개념설계  비안 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 다. 

  속 환체 간 장방식의 비교 평가는 Fig. 3.3.51과 같은 차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먼  기본 제조건을 통하여 모든 장방식에 해 1차 선별을 

한 다음 선별된 장방식에 하여 속 환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 

안 성  경제성 평가에 요구되는 최소 범 의 비개념설계와 비 안

성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장방식을 종합평가하기 하여 먼  비교평가

의 기 을 정하고 기술성, 안 성  경제성 부문 각각에 한 비교항목을 

도출한 후 각 부문에서의 우열정도에 따라 배 이 부여되었다. 간 장시설

에 향을 미치는 요도에 따라 각 항목에 가 치를 부여하여 각 부문에서

의 평 을 산출하여 각 장방식을 비교. 평가하 다.

  한 속 환체 간 장방식의 비교평가는 객 성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합한 최  간 장방식의 선정에 목 이 있으므로, 비교평가의 결과에 큰 

향을 미치는 기본 제조건, 비교항목 도출  배  등의 변수 설정에 사용

후핵연료 장과 련된 분야의 경험이 많은 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 263 -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평가는 자체목 으로 사용할 비평가의 성격

이 강하므로 본 과제 참여자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분석하 다.

Fig. 3.3.51. 비교 상방식 선정 차도.

저장개념 정성 분석저장개념 정성 분석

금속전환체 저장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 만족여부

금속전환체 저장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 만족여부

중량증가에 따른
구조 건전성
금속전환체의 산화특성에
따른 한계허용온도

중량증가에 따른
구조 건전성
금속전환체의 산화특성에
따른 한계허용온도

비교 대상 방식 선정비교 대상 방식 선정

기술성, 경제성 분석
및 종합 평가

기술성, 경제성 분석
및 종합 평가

최적 저장방식 도출최적 저장방식 도출

비교대상방식 예비 개념설계
및 예비 안전성 분석

비교대상방식 예비 개념설계
및 예비 안전성 분석

금속용기, 볼트 방식
(1차년도 수행)

금속용기, 볼트 방식
(1차년도 수행)

평가기준 선정평가기준 선정 평가방법 결정평가방법 결정

저장개념 정성 분석저장개념 정성 분석

금속전환체 저장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 만족여부

금속전환체 저장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 만족여부

중량증가에 따른
구조 건전성
금속전환체의 산화특성에
따른 한계허용온도

중량증가에 따른
구조 건전성
금속전환체의 산화특성에
따른 한계허용온도

비교 대상 방식 선정비교 대상 방식 선정

기술성, 경제성 분석
및 종합 평가

기술성, 경제성 분석
및 종합 평가

최적 저장방식 도출최적 저장방식 도출

비교대상방식 예비 개념설계
및 예비 안전성 분석

비교대상방식 예비 개념설계
및 예비 안전성 분석

금속용기, 볼트 방식
(1차년도 수행)

금속용기, 볼트 방식
(1차년도 수행)

평가기준 선정평가기준 선정 평가방법 결정평가방법 결정

  (2) 정량화 평가 방법

장방식에 한 평가 방법은 AHP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이

의 평가방법은 1970년  반에 개발된 방법으로 방법의 특성상 각 장방

식에 하여 조직 이고 체계 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의 비교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 계층구조 작성

각 장방식의 기술성, 안 성  경제성을 검토하기 하여 평가 

항목과 각 평가항목에 한 세부검토기 을 작성하여 평가를 한 계층구조

를 작성한다. 통상 으로 최상  계층에는 평가목 이 치하고 최하  계층

에는 비교 상방식이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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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력자료 작성

각각의 평가항목과 세부검토기 에 한 상 인 가 치 행렬(입

력자료)을 작성한다. 입력 자료는 n x n Matrix형태로 작성되며 객 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국내 련분야의 문가 의견을 기 로 하여 결정한

다. 한 각 비교 상방식별로 세부검토기 에 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가

치 행렬을 작성한다.

   (다) 비교 평가

입력 자료로 작성된 가 치 행렬을 기 로 해당 계층에 한 선호

도를 계산한다. 선호도 계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각 방법간에 서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각 장방식들의 우선순 를 나타내는 평가치 산

정에는 향이 없다. 여기서 해당 행렬에서 각 열의 원소들을 곱하여 기하평

균을 구한 후 그 결과를 정규화 시켜 평가치를 구하 다. 해당 계층에 한 

평가치 계산이 끝나면 그 하  계층과 결합하여 평가치를 구하고 최종 으

로 최하단에 도달할 때까지 계산을 진행하여 각 비교 상방식에 한 종합

인 평가치를 구하게 된다. 여기에서 구한 종합 평가치를 근거로 각 장방

식에 한 우선순 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속 환체 비교분석을 하여 작성된 AHP 방법을 MS 

Excel를 이용하여 로그램을 작성하 다.  

  (3) 비용 평가 방법

   (가) 경제성 평가항목

각 장방식별 경제성 평가항목으로 설계  엔지니어링 비용, 기 

 증설 시설 건설비, 운 비  해체비 등을 고려하여 수명기간동안의 수명

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구하고, 이에 할인율을 반 한 장단가를 산출

하여 비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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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성평가 제조건

각 장방식들에 한 경제성 평가를 해 필요한 기본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격기  시  : 2002. 12.

○ 할인율 : 5 %

   (다) 경제성 평가방법

경제성 평가방법으로는 여러 장방식들의 비교평가에 흔히 이용되

는 순 가법(Net Present Vaule Method)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장시설

에 한 수명주기비용을 구하여 기 년도 가격으로 할인하고 수명 주기 동

안 장시설로 수납된 사용후핵연료의 총 할인된 장량으로 총할인비용을 

나 어 장단가를 구한다.

○할인된 당해년도 소요금액 =
당해년도의 소요금액

(1+할인율)
n

○할인된 당해년도 사용후핵연료저장량=
당해년도 사용후핵연료수송량

(1+할인율) n

   여기서   n = (당해년도 - 2002)

○순현가법의 저장단가 = 
할인된 총 소요금액할인된 총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나. 기술성, 안 성에 한 정성 분석

각 방식에 한 평가항목은 안 성  인허가성, 환경에 한 향, 사

회경제학  향, 부지요건, 유연성, 기술성 등이며 각 항목들은 다시 세부검

토기 으로 세분화하여 장단 을 평가한다. 각 항목별로 평가 상이 된 주요 

내용은 Table 3.3.39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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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9. 평가항목별 평 결정시 주요 평가 상

평  가  항  목 평   가      상

1) 안 성  인허가성

  ○ 규제요건 만족성  ○계통의 단순성, 운 경험 등

  ○ 인허가 경험  ○ 인허가 경험

  ○ 핵임계안 성  ○ 핵연료배치, 차폐체 재질  두께

  ○ 속 환체 건 성  ○ 핵연료의 냉각 효율

  ○ 사고확률  사고 복구성  ○ 계통의 단순성, 핵물질 이송방법 등

  ○ 핵물질보장조치 용성  ○ 외부 근 감시성, 장 핵물질 감시성

  ○ 작업자/주민선량  ○ 피폭선량  선량규제치 만족여부

2) 환경에 한 향

  ○ 방사선 향  ○ 방사성 물질의 설가능성 등

  ○ 폐지  부지복구  ○ 계통의 단순성, 폐지용이성

  ○ 폐기물 발생량  ○ 냉각방식, 시설의 단순성

3) 사회경제학  향

  ○ 미  ○ 구조물의 크기  형태

  ○ 민 수용성  ○ 인허가경험, 공인된 성능 등

  ○ 국산화 가능성  ○ 설계자립 용이성/기기제작 자립 가능성

4) 부지요건

  ○ 소요부지 요건  ○ 부지면 , 부지제약성

5) 유연성

  ○ 수납  장용량의 확장성  ○ 수납시설의 단순성, 모듈화정도 등

  ○ 국가 최종 리정책과의 

     연계성
 ○ 사용후핵연료 회수성  건 성

6) 경제성  ○ 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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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 성  인허가성

안 성  인허가성은 각 장방식의 고유한 안 성과 인허가 가능성

을 평가하기 한 것으로 규제요건 만족성, 인허가 경험, 핵임계 안 성, 격

납건 성, 사고완화/복구성, 근/보안성, 계수성, 작업자/주민 피폭선량 등의 

에서 평가하 다.

   (가) 규제요건 만족성

본 비교평가에서 고려하는 속 장용기, 볼트 장방식 모두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규제요건은 이미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방식은 본래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장용이므로 속핵

연료를 장할 경우 새로운 규제 요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

가 과정에서 주요 문제가 될 내용은 핵임계 안 성과 열 제거능력에 기인한 

핵연료 제한 온도가 될 것이다. 

  속핵연료의 장 제한 온도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보다 낮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열 제거 능력 측면에서 우수한 방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

다. 볼트식 장방식의 경우 NRC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요 은 공기에 의

한 열 제거 능력의 충분성 여부, 정상운  시 콘크리트 모듈의 온도, 비정상

운  시 공기조화 계통의 신뢰도, 기타 부지 련사항 등이었다. 한 볼트

방식은 투뷰간 간격을 조정하여 장온도를 인 으로 더욱 낮출 수도 있

다. 이러한 에서 열 제거 능력 면에서는 볼트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보

인다. 반면에 속용기의 경우는 시설이 보다 단순하므로 시설과 련되어 

요구되는 규제  안 요건의 수는 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인허가 경험

속 장 용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으로 범 하게 

건설  운 된 경험이 있어 간 장시설의 건설시 인허가는 용이할 것으

로 단된다. 볼트식 장방식은 1971년 국 Wylfa Magnox 발 소(GCR)

에서 처음 운 되어 재까지 20여년간 운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988년 

Foster Wheeler Energy Application사의 LWR(PWR  BWR)용 볼트식의 

기술보고서가 NRC로 부터 승인을 취득하여 재 운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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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1991년 미국 Fort St. Vrain 발 소(HTGR)의 해체에 따른 

발 소내 사용후핵연료 장용으로 승인을 취득하 으며, 재 국의 

Hunterston, Torness 발 소(AGR)  헝가리의 Paks 발 소(VVER)에서 볼

트식 장방식이 운 에 있다. 

   (다) 핵임계 안 성

속 환체는 사용후핵연료에 비하여 도가 매우 높아 핵임계 측

면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두 방식 모두 장 효율을 높이기 해서 연

소도를 고려한 임계 계산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정확한 연소도를 측정하

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두 방식 모두 성자 흡

수체가 필요하다. 

핵임계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로는 장용기 내에 물이 스며들어 성

자의 감속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두 방식 모두 건식 장방식이므로 이런 사

고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수 인 에서 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를 

가상하여 핵임계도 계산을 수행하 다. 한 장용기가 무한배열된 상태를 

가상하 다. 

 가상사고 상태인 최악의 조건에서 연소도 이득을 용한 경우의 핵임계도 

계산값을 비교하여 두 방식의 핵임계 안 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최악의 

조건에서 속 장용기에 한 핵임계도 값은 0.68960±0.00390로 나타났고, 

MVDS의 경우에는  0.79147±0.00292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핵임계도 계산

에서 설정한 가상 사고조건 하에서는 속 장용기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임계도값의 비민감성을 감안한다면 두 방식의 핵임계

도값은 모두 미임계한계치 (0.95)보다 매우 낮은 값이므로, 두 방식의 핵임계 

안 성 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실제 장시설의 설

계시 장용기의 구조가 바 거나 최악의 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두 방

식의 핵임계도값 순서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 속 환체 건 성

장되는 핵물질의 건 성 확보는 간 장시설의 가장 요한 

설계요건 의 하나이다. 일반 으로 장 제한 온도는 장되는 핵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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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거동을 조사하여 도출하게 된다. 속우라늄은 산소와의 친화성이 커 

속 환체의 산화 특성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에 비하여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속 환체의 장  건 성은 장 시스템의 열제거 능력

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열제거 능력은 볼트방식

이 속용기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마) 사고확률, 규모  사고복구성

간 장시설에서의 사고는 핵연료 취   낙하사고, 임계사고, 냉

각 기능 상실 사고 등이 있으며, 이 에서 냉각 기능 상실 사고가 가장 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볼트방식의 경우 폭설 혹은 기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

기 출입구의 막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설계 시 이를 고려한 사고 해석이 수행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

다. 속 용기인 경우 구조물속에 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용기 표면이 외

부에 노출된 상태로 장하므로 볼트에서와 같은 냉각기능 상실 사고는 없

다. 

   (바) 핵물질보장조치 용성

볼트방식의 경우 하나의 구조물로 되어 있어 시설 출입구 감시만 

철 히 하면 되므로 구조물까지의 근 용이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속 장 방식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근하기가 상 으로 쉽다.

핵물질 계량은 두 방식 모두 품목 계수(item counting) 방식을 용하여 

문제는 없다. 장  핵연료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속용기는 육안으로 확

인이 불가능하여 방사선 모니터링 같은 장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볼트 방식은 핵연료 취  장치를 이용하여 장 인 속 환체를 

들어 올려 확인이 가능하므로 핵연료 검증 에서도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 작업자/주민선량

작업자  주민이 받는 선량은 두 방식 모두 규제치 이하로 차폐 

설계가 될 것이므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속 용기인 경우 skyshine effect

가 상 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작업자  주민에게 가장 큰 피폭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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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고로는 하역조나 장조에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나 장용기

의 낙하사고이며, 불활성기체  요오드가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설

되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경우이다. 두 방식 모두 사용후핵연료의 수납 시에

는 수납과정이 핫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피폭이 상 으로 을 

것으로 상된다. 정상운  시 일반주민에 한 선량은 부지경계에서 25 

mrem/yr로 제한된다. 따라서 작업자/주민선량 측면에서는 장방식 간에 우

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단된다.

  (2) 환경에 한 향

간 장시설에 의한 환경의 향은 방사선 향, 간 장시설의 해

체  부지 복구성, 폐기물발생량 등을 평가하 다.

   (가) 방사선 향

건식 장방식에서 용  이 아닌 경우 정상운  시 seal 회손으

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설로 인한 주민의 피폭이 가능하나 그 가능성은 

매우 을 것으로 측된다. 속용기 장방식은 용  하나 볼트 방식

은 볼트식으로 되어 있다. 한 두 방식 모두 속 환체를 바스켓에 넣어 

용 으로 한 후 속 장용기 는 장 콘테이 에 넣어 볼트로 

한다. 수납건물을 제외한 다른 구조물에는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주민에 한 방사선 향 측면에서는 두 방식 모두 비슷한 것으로 생각

된다.

   (나) 해체  부지복구

볼트식 장방식은 장구조물이 모듈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조물 

자체는 고정식이며 보조건물(수납건물, 수납 비건물)은 모듈형식이 아니므

로 건물 내 시설의 제염에 상당한 시간  인력이 필요하며, 제염 후에 구조

물을 철거해야 한다. 따라서 볼트 장방식의 경우 시설이 복잡하여 해체 작

업이 속용기 방식에 비해 복잡하다. 그러나 장 지역의 면 은 속방식

이 크므로 부지 복구 측면에서는 볼트 방식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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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폐기물 발생량

두 방식 모두 건식으로 수납/ 장하므로 수송용기 들의 제염이 용

이하고 2차 폐기물 발생량은 을 것으로 상된다. 한 발생 가능한 고체

폐기물로는 수송용기 수납  차폐 장 으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이

송 에 발생되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을 여과하기 한 공기조화계통의 여과

기와 차폐 장 의 설을 탐지하는 공기  질소공 계통의 여과기가 있다. 

따라서 폐기물발생량 측면에서는 속 장방식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상

되나 그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상된다. 

  (3) 사회 경제학  향

간 장시설의 미 , 민수용성, 국산화 가능성 등이 사회경제학  

향을 평가하는데 요소이다.

   (가) 미

간 장시설의 미 은 시설의 민 수용성에 향을  수 있다. 

즉 장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는 시각 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민 수용성에서 유리하다. 본 비교평가에서 고려하는 간 장시설은 모두 지

상에 설치된다. 볼트방식은 장 튜 가 건물내에 들어 있는 반면, 속용기 

장방식은 넓은 부지에 장용기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미 상 약

간 불리할 것으로 상된다. 

   (나) 민수용성

간 장시설의 건설을 한 부지확보 시에 가장 요한 것은 주민

의 이해 설득이나 일반주민들의 간 장시설에 한 이해도가 부족하므로 

각 장방식별로 선호도를 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성보다는 인허

가성, 기술성  안 성측면에서 유리한 장방식이 선호도를 좌우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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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산화 가능성

재까지 국내에서 간 장시설을 건설한 경험이 없으므로 설계 

 제작의 국산화 가능성을 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각 장방식별 

국산화 가능성의 주요한 단기 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산화에 요구되는 

기간, 국산화 후 실제 용가능성 등이다.  따라서 확장성이 좋고, 소용량의 

확장이 가능한 방식이 국산화 가능성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한다. 볼

트식 장방식의 경우, 추가 확장건설이 용이하지 않으며, GEC Alsthom사의 

독 기술이므로 국산화의 가능성은 상 으로 을 것으로 단된다. 한 

국산화가 된다 해도 소용량의 확장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를 단시일 내에 

건설에 용하기는 쉽지 않다. 속용기의 경우 장용기나 구조물은 증설 

부문에 해서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부지 요건

각 장방식의 장용량을 2000 MTU으로 하는 경우, 상되는 소요 

부지면   보조건물들(수송용기 유지보수건물, 홍보 , 기타 공간 등)의 면

을 제외한 핵연료 장에 필요한 장 공간의 면 만을 비교하 다. 속

용기인 경우 장공간은 콘크리트 패드 면 , 볼트 방식은 장건물 에서 

핵연료 수납지역을 제외한 실제 장볼트만을 상으로 하 다. Table 3.3.40

은 상기한 제한구역 내 실제 장면 을 비교한 것이다. 속용기의 장 면

이  에 볼트방식에 비하여 약 2배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러한 부지면 은 체 간 장시설 부지면 에 비하여 매우 작으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Table 3.3.40. 장방식별 장지역의 소요면

내    용 볼  트 속 장용기

실제 핵연료 장 

면  (2,000 MTU)
55 m X 21 m = 1,155 ㎡

105 m X 25 m = 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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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연성

간 장시설은 핵연료의 수납율  장량의 변화 등을 유연성있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유연성은 수납  장용량의 확장성, 장

연료 유연성  수송과의 연계성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가) 수납  장용량의 확장성

볼트방식의 경우 장 모듈 단 로 확장이 가능하여 장기 으로는 

수납  장용량의 확장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있으나, 장모듈이 완 한 

독립구조물이 아니므로 장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속용기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반면 속용기는 장용량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건설이 가능하며, 신

기술의 도입  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수납  장용량의 확장성에 있어

서는 속 용기 방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국가 최종 리정책과의 연계성

간 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에 한 국가 최종 리정책이 결정되

기 까지 임시로 장하는 것이며, 정책의 필요에 따라 핵연료를 건 한 상태

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핵연료 회수성은 장용기 해체의 용이성  

장기간 동안 핵연료의 건 성 유지와 련이 있다. 볼트 방식의 경우 은 

용  방식이 아니라 볼트 방식이고 용기 해체가 쉽다. 한 핵연료 취 기를 

이용하여 핵연료 하역 작업이 가능하고 수납 셀까지 크 인을 이용하여 쉽

게 이동할 수 있다. 볼트 방식은 특히 열제거 능력이 우수하여 장 기간 

에 핵연료 건 성이 속용기에 비하여 상 으로 좋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국가의 최종정책과 련한 핵연료 회수의 용이성은 볼트 방식이 유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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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명주기 비용 비교 분석

장방식별 비용평가를 해서는 각 장방식에 따라 건설비, 운 비 

 해체비 등을 추정하여야 한다. 재 각 시설의 개념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쉬지 않다. 그리고 각 장방식의 경제성을 

비교평가를 한 비용추정은 객 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

러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장방식별 소요비용은 기존에 완료된 미국 MRS 

간 장시설의 비용자료를 토 로 기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비용을 추정하 다. 비용평가 수행방법은 장방식별

로 건설비, 운 비  해체비를 추정하여 수명주기 동안의 수명주기 비용

(Life Cycle Cost)과 장단가(Unit Storage Cost)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 평

가하 다.

  (1) 비용 추정 시 가정 사항

비교 상 장방식으로 선정된 볼트식  속캐스크 장방식에 

용된 건설비, 운 비  해체비는 국내의 간 장시설과 유사 개념인 미국 

MRS(Monitored Retrievable Storage)시설의 1992년 개념설계 보고서[3.3.28]

를 기 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율, 국내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설계요

건  비율을 반 하여 2002년 말 가격으로 추정하 다. 물가 상승율은 미

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 하여 1993년 3.0 %, 1994년 2.6 %, 1995년 2.8 

%, 1996년 2.9 %, 1997년 2.3 %, 1998년 1.6 %, 1999년 2.2 %, 2000 3.4 %, 

2001년 2.8 %, 2002년 1.6 %를 용하여 25.2 %를 반 하 다. 비율은 

기시설에 해서는 미국 MRS 장시설의 개념설계와 유사한 25 %를 용

하고, 증설시설은 불확실성이 감소됨을 감안하여 기시설의 불확실성의 60 

%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여 증설시설의 비율은 15 %로 하 다. 한 비교

상으로 선정된 모든 장방식은 미국 MRS 시설의 개념설계에 용된 방

법과 동일하게 간 장시설에 수납시설을 갖추고, 원 으로부터 간 장시

설까지의 수송체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으므로 이에 따른 소외 수송비

용은 비용 산출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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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비 추정

미국 MRS시설의 개념설계에서와 같이 장방식별 건설비는 설계  

리비와 공사비로 구분하여 산출하 다. 산출방법은 장방식의 특성을 반

하여 증설시나리오에 따라 기시설과 증설시설의 장용량을 결정하고, 

장용량과 건설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시설를 구성하 으며, 이를 기 으로 하

여 소요비용을 추정하 다.

  본 비교평가 상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은 연간 수납용량이 400 

MTU이고, 기시설의 장용량은 2,000 MTU이며, 1회 증설시마다 2,000 

MTU 씩 증설하여 총 장용량은 10,000 MTU으로 가정한다. 장방식별 

간 장시설의 건설비 산출결과는 Table 3.3.4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가) 설계  리비

설계  리비는 엔지니어링, 설계, 사업 리, 품질 리, 정보 리, 

지원시설, 건설 리, 검사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미국 

MRS 개념설계에서 속캐스크와 볼트방식의 설계  리비는 건설비의 약 

25 %를 차지한다. 산출방법은 국내 간 장시설과 미국 MRS시설의 장

량과 연간 수납량의 차이를 반 하여 참고시설인 MRS 시설의 설계  리

비의 80 %가 소용된다고 가정하여 각 장방식 건설비의 20 %를 기시설

의 설계  리비로 추정하고, 증설시설의 설계  리비는 기시설의 약 

60 %가 소요된다고 가정하여 증설건설비의 12 %를 증설시설의 설계  

리비로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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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1. 장방식별 건설비(10,000 MTU 장용량

                                           (단  : k$)

구 분 속 캐스크 볼트

 설계 

 리비

 기시설 20,340 33,480

 증설시설(4회) 710 21,140

    소 계 21,050 54,620

  공사비

 기시설 101,680 167,370

 증설시설(4회) 5,870 176,100

    소 계 107,550 343,470

합   계 128,600 398,090

 * 가격기

 * 속캐스크  캐니스터 비용제외(운 비로 산출)

   (나) 공사비 산출   

장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시설과 증설시설의 장용량을 결

정하고, 이에 따라 장방식별 기시설  증설시설의 공사비를 산출하

다. 

- 기시설 공사비

국내 간 장시설의 설계요건을 반 하여 선정된 각각의 장방식에 하

여 비개념설계를 하고, 이 결과를 미국 MRS시설의 개념설계에 용된 공

사비 계정(DOE Code of Accounts)에 따라 기시설의 공사비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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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설의 장용량은 각각의 2,000 MTU로 하 다. 따라서 기시설의 공

사비는 수납시설, 2,000 MTU 장시설( 속캐스크와 장캐니스터의 비용은 

운 비로 산출)  부 시설 공사비로 구성된다. 이 때 장시설은 속캐스

크 장방식의 콘크리트 패드는 2,000 MTU 용량을 기시설에 건설하고, 

볼트식 장방식은 2,000 MTU 용량의 장건물을 기시설에 건설하는 것

으로 가정하 다. 한 수송용기 보수시설은 참고 시설인 미국 MRS시설에

서와 같이 모든 장방식에 하여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비교평가 상

에서 제외한다. 장방식별 기시설 공사비는 Table 3.3.42～44에 나타낸 바

와 같다.

 

Table 3.3.42. 장방식별 기시설 공사비 

(2002년 가격기 , 단  : k$)

구 분 속 캐스크 볼트

    직 공사비 53,895 92,348

    간 비 8,423 11,282

    경비 2,650 3,315

    비비(25%) 16,242 26,736

    물가상승비(25.2%) 20,465 33,688

합  계 101,675 16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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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3. 속캐스크 장방식의 기시설 공사비

(1992년 가격기 , 단  : $)

 구    분 재료비 인건비 하도 합 계

Site Development  756,983  2,732,729   2,503,290  5,993,002 

Transfer Facility  15,837,795  8,241,765  1,755,144  25,834,704 

Storage Facility  469,110  346,519       -  815,630 

Security Facility  2,477,980  1,468,700   570,113  4,516,793 

Fire Prot. Services/Dist.  183,715  175,528   64,921  424,164 

Compressed Air Service 

Facility
 81,261   195,846    -   277,106 

Electric Power Delivery   1,186,031  675,126  1,428,730 3,289,887 

Instrument/Control & 

Communications
 3,770,842   1,380,265       -  5,151,106 

Admin/Site Services 

Facilities
  995,893   624,988  486,951  2,107,832 

Site Services Warehouse  121,253  101,479 51,063  273,794 

Utilities Warehouse  172,061  152,028  97,168   421,257 

Protected Area Warehouse  56,380  53,347   26,272  135,999 

Vehicle Maintenance 

Facility
  206,552  166,525  163,625  536,701 

Site Vehicle 784,867 67,960     - 852,828 

Water Utilities System 984,951  983,677 133,632 2,102,260 

Conventional Waste 

Treatment
220,390 164,994 4,733 390,117 

Sanitary Waste Treatment 

Facility
       44,317  37,071 11,043 92,431 

Visitors/Media Center 168,694 100,800 409,534 679,028 

Total 28,519,075 17,669,346 7,706,218 53,894,639 

1. MRS 가격을 인용하여 배분

2. 1992년 단가

3. 총 장량 10,000 MTU 기 ( 기시설2,000 MTU)

4. 연간 수납량 500 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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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4. 볼트 장방식의 기시설 공사비

(1992년 가격기 , 단  : $)

 구    분 재료비 인건비 하도 합 계

Site Development 757,251 3,009,156 2,351,041 6,117,449 

Transfer Facility 22,092,330 13,008,038 2,185,575 37,285,942 

Storage Facility 437,957 244,508 28,735,180 29,417,644 

Security Facility  1,616,662  961,281  371,792  2,949,735 

Fire Prot. Services/Dist.  183,507  177,545   64,921  425,973 

Compressed Air Service

Facility
81,261  195,846    - 277,106 

Electric Power Delivery  1,186,094  675,126  1,428,730  3,289,950 

Instrument/Control &

Communications
 3,622,342 1,380,568    - 5,002,909 

Admin/Site Services

Facilities
 996,038  625,107  484,118  2,105,263 

Site Services Warehouse  121,289  101,468  51,063 273,820 

Utilities Warehouse  172,106  152,028  97,168  421,302 

Protected Area

Warehouse
56,425 53,347  26,272  136,044 

Vehicle Maintenance

Facility
206,652  166,525   163,625  536,801 

Site Vehicle  784,867  67,960    -   852,828 

Water Utilities System  979,830  981,307  133,632  2,094,769 

Conventional Waste

Treatment
 220,346   164,162    4,733   389,241 

Sanitary Waste 

Treatment Facility
 44,327  37,071   11,043   92,441 

Visitors/Media Center  168,705  100,800  409,534   679,039 

Total 33,727,986 22,101,843 36,518,426 92,348,256 

1. MRS 가격을 인용하여 배분

2. 1992년 단가

3. 총 장량 10,000 MTU 기 ( 기시설 2,000 MTU)

4. 연간 수납량 500 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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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시설 공사비

증설시설의 장용량은 장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속 캐스크와  볼

트식 장방식 모두를 각각 2,000 MTU로 가정하 다. 증설시설의 공사비에

는 속 캐스크 장방식은 콘크리트 패드 공사비와 부 비용, 볼트식 장

방식은 볼트 장시설 공사비와 부 비용이 포함된다. 두 방식에 소요되는 

속 캐스크와 장 캐니스터 비용은 운 비로 산출한다. 

   각 장방식별 2,000 MTU 장용량 증설시마다 소요되는 공사비는 

Table 3.3.45에 나타낸 바와 같다.

 

 Table 3.3.45. 장방식별 증설시설 공사비(2,000 MTU)

(2002년 가격기 , 단  : k$)

구 분 속캐스크 볼  트

    직 공사비 816 29,418

    간 비 151 1,123

    경비 52 37

    비비(15%) 152 4,586

    물가상승비(25.2%) 295 8,861

합  계 1,466 44,025

  (3) 운 비 추정

시설의 수명기간(50년)을 수납. 장기간(25년)과 장기간(25년)으로 

나 어 장방식별 운 비를 산출하 다. 

   (가) 수납. 장기간

- 인건비

운 요원은 MRS 개념설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간 400 MTU 수납/ 장

시 콘크리트 캐스크 장방식은 250명, 볼트식 장방식은 270명 소요된다고 

추정하 다. 평균 노임단가는 간 경비를 포함하여 연간 6천만원이 소요된다

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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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기 구입비

속 캐스크 장방식에 연간 소요되는 속 캐스크와 캐니스터, 볼트

장방식에 소요되는 장캐니스터의 비용을 운 비로 산출하 다. 비용은 국

내 문업체의 견 가를 달러로 환산하 다. 

- Utilities 비용

시설의 기용량은 MRS시설의 70 %로 가정하여 속 캐스크  볼트식 

모두를 5,950 KVA로 추산하 으며, 단가는 0.061 $/KwH(물가상승율 25.2 

% 반 )를 용하 다. 한 용수  기타 Utilities 비용은 인건비에 비하여 

상당히 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 장기간 

- 인건비

장기간  유지보수  보안요원은 MRS 개념설계 보고서를 참고로 모

든 장방식이 동일하게 100명이 소요된다고 추정하 다. 평균 노임 단가는 

간 경비를 포함하여 연간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 다.

- 유지/보수비    

속 캐스크와 볼트 장방식은 장기간 동안 상 으로 유지보수가 단

순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설의 유지보수를 해 연간 $ 3백만이 소요된다고 

추정하 다. 이 비용에는 유지보수에 따른 유틸리티  소모품의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장방식별 수명기간 동안의  연간 운 비는 Table 3.3.46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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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6. 장방식별 연간 운 비(400 MTU/y 기 ) 

(단  : 천$)

구 분 속캐스크 볼  트

수납/ 장

기간

인건비 12,500 13,500

장용기 23,400 4,370

기료 3,180 3,180

 합 계 39,080 21,050

 장기간

인건비 5,000 5,000

시설 유지

/보수
3,000 3,000

 합 계 8,000   8,000

  (4) 시설 해체비 추정

시설해체 시 확장된 장모듈 체가 해체된다고 가정하여 해체비는 

건설비와 장용기 구입비의 10 %가 소요된다고 추정하 다. 장방식별 해

체비는 Table 3.3.47에 나타낸 바와 같다.

Table 3.3.47. 장방식별 해체비 (단  : 천$)

구 분 속 캐스크 볼트

해체비 71,360 50,740

  (5) 수명주기 비용  장 단가

장 단가 계산을 한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간 장시설 운 시 은 2025년이며, 건설비는 운   5년간에 균등 배

분한다.

연간운 비는 수납. 장기간 25년, 순수 장기간 25년으로 구분하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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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비는 수명(50년) 종료 후 2년간에 균등 배분한다.

할인율은 5 % 용한다.

비용평가 기  시 은 2002년으로 가정한다.

상기 가정을 통하여 계산한 순 할인 비용  장 단가를 계산한 결과 

Table 3.3.48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3.48. 경제성 평가 결과   

구 분 속 캐스크 볼트

순  할인 비용 (k$) 249,424 240,328

장 단가 ($/kgHM) 129 125

 라. 최  장방식 선정

여기에서는 AHP 방법을 이용하여 술한 평가 기 을 이용하여 종합 

평가를 수행하여 속 환체 간 장방식에 한 최  장방식을 선정하

다. 종합평가를 하여 참여한 문가는 실제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설계 경험을 갖고 있는 재 원자력 장기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용후핵

연료 특성계량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연구원들로 구성하 다.

먼  항목별 요도와 비교.방식별 평가를 한 다음과 같은 AHP 메트릭

스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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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1/W2의 의미는 항목 W1이 W2와 1:1 비교를 했을 때의 요도를 

의미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Table 3.3.49에 의하여 1～9사이의 값

을 부여하 으며, 최종 으로는 6명이 제시한 수치의 평균값(Table 3.3.50～

51)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Table 3.3.49. AHP 비교 메트릭스의 수치의 의미

aij 의 값 의미

1

3

5

7

9

Objectives i and j  are equal important.

Objectives i is slightly more important than j.

Objectives i is strongly more important than j.

Objectives i is very strongly more important than j.

Objectives i is absolutely more important tha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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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0. AHP 용을 한 가 치 평가 시트(6명의 문가 평균값)

항목별 요도 결정 평가 (AHP)

안 성  
인허가성

환경에 한 
향

사회경제학
 향 부지요건 유연성 경제성

안 성  인허가성 1.00 4.00 5.00 6.00 6.00 4.00 

환경에 한 향 0.25 1.00 3.00 4.00 4.00 3.00 

사회경제학  향 0.20 0.33 1.00 2.00 3.00 0.20 

부지요건 0.17 0.25 0.50 1.00 0.33 0.33 

유연성 0.17 0.25 0.33 3.00 1.00 0.20 

경제성 0.25 0.33 5.00 3.00 5.00 1.00 

세부항목별 가 치 평가-안 성/인허가성

규제요건 
만족성 인허가 경험 핵임계안

성
속 환체 
건 성

사고확률
/사고복구

핵물질
보장조
치

작업자
/주민선
량

규제요건 만족성 1.00 2.00 0.50 0.50 4.00 1.00 0.33 

인허가 경험 0.50 1.00 2.00 0.50 2.00 1.00 0.33 

핵임계안 성 2.00 0.50 1.00 0.25 2.00 3.00 2.00 

속 환체 건 성 2.00 2.00 4.00 1.00 3.00 2.00 3.00 

사고확률  사고 
복구성 0.25 0.50 0.50 0.33 1.00 1.00 0.33 

핵물질보장조치 
용성 1.00 1.00 0.33 0.50 1.00 1.00 0.33 

작업자/주민선량 3.00 3.00 0.50 0.33 3.00 3.00 1.00 

세부항목별 가 치 평가-환경에 한 향

방사선 향 폐지  
부지복구

폐기물 
발생량

방사선 향 1.00 3.00 3.00 

폐지  부지복구 0.33 1.00 0.33 

폐기물 발생량 0.33 3.00 1.00 

세부항목별 가 치 평가-사회경제학  향

미 민 수용성 국산화 
가능성

미 1.00 0.17 0.25 

민 수용성 6.00 1.00 3.00 

국산화 가능성 4.00 0.33 1.00 

세부항목별 가 치 평가-유연성

수납  
장용량의 
확장성

국가 
최종 리정
책과의 
연계성

수납  장용량의 
확장성 1.00 0.20 

국가 최종 리정책
과의 연계성 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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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1. AHP 용을 한 평가기 별 장방식 평가시트 (6명의 

문가 평균값)

안 성  인허가성-규제요건 만족성 속 볼트

속 1.00 2.00 

볼트 0.50 1.00 

안 성  인허가성-인허가 경험 속 볼트

속 1.00 3.00 

볼트 0.33 1.00 

안 성  인허가성-핵임계안 성 속 볼트

속 1.00 2.00 

볼트 0.50 1.00 

안 성  인허가성- 속 환체 건 성 속 볼트

속 1.00 0.33 

볼트 3.00 1.00 

안 성  인허가성-사고확률  사고 복구성 속 볼트

속 1.00 1.00 

볼트 1.00 1.00 

안 성  인허가성-핵물질보장조치 용성 속 볼트

속 1.00 0.33 

볼트 3.00 1.00 

안 성  인허가성-작업자/주민선량 속 볼트

속 1.00 1.00 

볼트 1.00 1.00 

환경에 한 향-방사선 향 속 볼트

속 1.00 1.00 

볼트 1.00 1.00 

환경에 한 향-폐지  부지복구 속 볼트

속 1.00 2.00 

볼트 0.50 1.00 

환경에 한 향-폐기물 발생량 속 볼트

속 1.00 4.00 

볼트 0.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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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1. AHP 용을 한 평가기 별 장방식 평가 시트 (계속)

사회경제학  향-미 속 볼트

속 1.00 0.50 

볼트 2.00 1.00 

사회경제학  향- 민 수용성 속 볼트

속 1.00 0.50 

볼트 2.00 1.00 

사회경제학  향-국산화 가능성 속 볼트

속 1.00 4.00 

볼트 0.25 1.00 

부지요건 - 소요부지 요건 속 볼트

속 1.00 0.50 

볼트 2.00 1.00 

유연성-수납  장용량의 확장성 속 볼트

속 1.00 3.00 

볼트 0.33 1.00 

유연성-국가 최종 리정책과의 연계성 속 볼트

속 1.00 3.00 

볼트 0.33 1.00 

경제성- 장단가 속 볼트

속 1.00 0.33 

볼트 3.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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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52  3.3.53는 부록 1에 제시된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평가

기 에 한 요도  세부 평가항목에 한 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3.52. 평가 기 에 한 요도

안 성  인허가성 0.451

환경에 한 향 0.186

사회경제학  향 0.072

부지요건 0.063

유연성 0.074

경제성 0.154

 

Table 3.3.53. 세부 평가 항목에 한 요도

안 성  인허가성

    규제요건 만족성 0.113

    인허가 경험 0.076

    핵임계안 성 0.121

    속 환체 건 성 0.188

    사고확률  사고 복구성 0.052

    핵물질보장조치 용성 0.104

   작업자/주민선량 0.346

환경에 한 향

    방사선 향 0.589

    폐지  부지복구 0.159

    폐기물 발생량 0.252

사회경제학  향

    미 0.087

    민 수용성 0.639

    국산화 가능성 0.274

유연성

    수납  장용량의 확장성 0.167

    국가 최종 리정책과의 연계성 0.833

  Table 3.3.54는 Table 3.3.51에 제시된 장방식별 평가시트를 이용하여 계

산한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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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4. 세부 평가 항목별 장방식 평가 결과

평가 기 속 용기 방식 볼트 장 방식

안 성  인허가성

규제요건 만족성 0.667 0.333 

인허가 경험 0.750 0.250 

핵임계안 성 0.667 0.333 

속 환체 건 성 0.250 0.750 

사고확률  사고 복구성 0.500 0.500 

핵물질보장조치 용성 0.250 0.750 

작업자/주민선량 0.500 0.500 

환경에 한 향

방사선 향 0.500 0.500 

폐지  부지복구 0.667 0.333 

폐기물 발생량 0.800 0.200 

사회경제학  향

미 0.333 0.667 

민 수용성 0.333 0.667 

국산화 가능성 0.800 0.200 

부지요건 0.333 0.667 

유연성

수납  장용량의 확장성 0.750 0.250 

국가 최종 리정책과의 연

계성
0.750 0.250 

경제성 0.250 0.750 

  Table 3.3.55는 Table 3.3.54의 장방식별 평가 결과에 Table 3.3.52와 

Table 3.3.53의 요도를 반 한 최종 인 AHP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 성  인허가성에서는 두 장 방식이 비슷한 

평가 수를 얻었으나, 볼트 장 방식이 조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체 으로 속 용기 장 방식은 볼트 방식에 비하여 환경에 한 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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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에서 유리하게 평가되었으며, 볼트 방식은 사회경제학  향, 부지 

요건  경제성에서 유리하게 평가 되었다.  

 

Table 3.3.55. 세부 평가 항목별 장방식 평가 결과

평가 항목 속 용기 방식 볼트 장 방식

  안 성  인허가성 0.219 0.232 

  환경에 한 향 0.112 0.074 

  사회경제학  향 0.033 0.039 

  부지요건 0.021 0.042 

  유연성 0.056 0.019

  경제성 0.039 0.116 

종  합  평  가 0.479 0.521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 으로 평가한 결과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볼트방식 평가 수는 0.521로서 0.479를 얻은 속용기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속 환체 간 장방식으로 볼

트방식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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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지수실험

   원자로 개발 기, 지수실험(exponential experiment)은 소형 핵물질 계에 

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임계상태의 버클링(buckling)을 추정하는데 활용하

었다[3.4.1-13]. 최근에는 Suzaki 등이 성자유효증배계수(neutron multi- 

plication factor : keff, 이하 유효증배계수라 함)의 측정에 활용하 고, 임계실

험장치인 FCA, TCA  비 등사각형 구조의 복잡한 노심에 하여 유효증

배계수를 측정하여 MCNP-4A 코드의 계산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3.4.14-17]. 1995 년에는 PWR 사용후핵연료 14x14 집합체에 한 유효증배

계수의 측정결과를 발표하 으며[3.4.18], 1999년에는 BWR 사용후핵연료집합

체에 한 지수감쇠계수 (exponential decay constant) 측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3.4.19]. 

본연구의 궁극 인 목 은 PWR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이하 집합체라 함)를 

상으로 성자유효증배계수를 실험 으로 결정하고, 이를 속 환체 장

시 연소도 이득 용을 한 핵임계분석용 산코드를 검증하는 것이다

[3.4.20-21]. 집합체의 유효증배계수를 실험 으로 결정하기 해서는 지수실

험을 통하여 집합체의 축방향 선속 도(이하 선속 도라 함)의 변화를 측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감쇠계수를 결정해야 한다. 한 반응도와 지수감

쇠계수의 상 계수인 버클링‐반응도 환인자 (buckling-reactivity 

conversion factor)를 구해야 한다[3.4.20]. 

  궁극 인 목 달성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수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조사후시험시설에 설치하고, 본격 인 지수실험에 앞서 그 비실험의 하나

로 유효증배계수의 결정과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얻은 유효증배계수값

과 MCNP 계산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본 지수실험장치가 궁극 인 목표인 

산코드 검증에 합한 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  지수실험

법과 산코드의 검증방법에 해 기술하고, 지수실험장치 제작, 지수실험장

치의 설치  반응도 시험을 기술하 다. 이 측정장치를 활용하여 성자 선

속 도를 측정한 방법과 이를 이용한 지수감쇠계수 결정에 해서 기술하

다. 최종 으로 성자유효증배계수를 실험 으로 결정하여 MCNP 코드의 

계산값과 비교하 다. 



- 292 -

1. 지수실험법  산코드 검증방법

 

가. 지수실험법

(1) 이론  배경

집합체를 상으로 수행하는 지수실험은 선원과 검출기(이하 검출기라 

함)를 제어 안내 에 삽입하고, 선원을 고정한 후, 검출기를 축방향으로 이

동하거나 반 로 검출기를 고정한 다음, 선원을 축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선원

에서 방출한 성자수가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정도

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축방향의 거리에 따른 성자 선속의 감소를 지수

함수로 표 할 때, 이 지수함수의 계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후핵

연료에 속한 핵종들에서 방출하는 백그라운드 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

  지수실험를 통하여 유효증배계수를 실험 으로 결정하는 과정과 계산코드

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Fig. 3.4.1에 제시하 다. Fig. 3.4.1에서 볼 수 

있듯이 유효증배계수는 지수감쇠계수와 버클링-반응도 환인자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버클링‐반응도 환인자는 계산을 통하여 얻어지고 지수감쇠계

수(exponential decay constant)만 실험 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수실험의 

실제 인 목 은 지수감쇠계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집합체의 선속 도를 측정하여 백그라운드 값을 제외한 순수한 선속 도 (측

정치-BG)의 기울기를 지수감쇠계수( γ)라 정의하면 지수감쇠계수와 유효 증

배계수의 계식을 다음과 같이 표 한다. 

 

211 γK
keff

−=−
                (3.4.1)

식(3.4.1)에서 K는 버클링-반응도 환인자(buckling-reactivity conversion 

factor)이며 집합체에서 핵연료 의 배열수가 증가하면 근사 으로 상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15].

(2) 지수감쇠계수 결정방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합체를 상으로 한 지수실험에서는 선속

도의 지수감쇠계수를 결정하는 것이 주목 이다. Fig. 3.4.1에 제시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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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를 해서는 일차 으로 검출기만 집합체 제어 안내 에 삽입하여 

집합체에 들어있는 성자선원 핵종들이 방출하는 성자를 측정하여 축방

향 백그라운드 선속 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어 다른 제어 안내 에 Cf-252 

선원을 삽입하고 Cf-252에서 유도되는 선속 도를 측정한다. 이 결과에서 백

그라운드 선속 도를 차감하면 순수한 Cf-252 성자선원에 의해서 유도된 

선속 도을 결정할 수 있다.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이 선속 도

의 감소정도를 나타내는 기울기를 구하고, 이의 평균을 취하여 지수감쇠계수

를 결정한다. 

(3) 버클링-반응도 환인자 결정방법

Fig. 3.4.1에 제시한 바와 같이 Suzaki 등은 버클링‐반응도 환인자를 

확산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 으로 구하 다[3.4.20]. 즉, 유효증배계수와 지

수감쇠 계수를 계산한 후, 식(3.4.1)에 입하여 역으로 버클링-반응도 환

인자를 구하 다. 이 계산에서는 확산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CITATION 코

드와 4 군 핵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버클링-반응도 환인자에 

해서 아직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의 방법으로 결

정한 버클링‐반응도 환인자를 사용한다. 앞으로 사용후핵연료집합체에 

한 버클링-반응도 환인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4) 실험  유효증배계수 결정

지수실험을 통하여 집합체에 한 유효증배계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Fig. 3.4.2에 도시하 다. Fig. 3.4.2의 1 항부터 4 항까지는 지수감쇠계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세분화한 것이다. 지수감쇠계수는 집합체의 축방향 성자 

계수치의 지수함수 인 감쇠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집합체의 심에 성자 선원이나 검출기를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를 

축방향으로 이동시켜 선원과 검출기의 거리 증가에 따른 성자계수치를 측

정한다. 이 성자계수치를 거리에 따른 지수함수로 회귀시켜 지수감쇠계수

를 결정한다. Fig. 3.4.2의 5에서 6 항까지는 성자 유효증배계수를 결정하

는 과정이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결정된 지수감쇠계수와 버클링‐

반응도 환인자를 식(3.4.1)에 입하여 성자 유효증배계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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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Flow‐Chat for Computer Code Validation using Exponenti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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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Procedure for the Determination of Neutron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Using           

Exponenti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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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수실험을 이용한 산코드의 검증방법

(1) 산코드의 검증방법

핵임계 산코드를 검증한다는 것은 산코드에 입력하는 입력자료, 특

히 핵단면 의 검증과 산코드의 계산알고리즘의 합성을 동시에 검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코드의 검증시 사용하는 실험자료에서는 계산 

상 핵물질계의 구성핵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만 이 핵종들의 핵단면

의 검증이 가능하다. 한 핵물질계의 핵물질 상태나 기하학  구조가 유사

한 핵임계실험자료를 근거로 산코드를 검증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상 핵물질계와 핵임계실험장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보정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에 한 연소도 이득 용시 산코드의 검증

사용후핵연료는 방사화 핵종, 악티나이드 핵종   핵분열생성물 핵종 

등 수백여종을 포함하고 있다. 재 악티나이드핵종, 특히 우라늄이나 루

토늄 핵종에 한 핵종량  핵임계도 계산코드는 모두 잘 검증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핵분열생성물의 경우, 핵종량 계산코드는 어느 정도 검

증되었지만 핵임계 계산코드는 합한 실험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증하지 못

한 상태다[3.4.22]. 이로 인하여 재 미국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을 제외한 악

티나이드 핵종의 연소도 이득 용만 허용하고 있다[3.4.22-23]. 

집합체를 이용하여 핵임계 실험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농축도가 낮아 핵임

계 실험실 규모가 매우 커야 하고 방사능 가 높아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핵임계실험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도 공개된 실험자료는 없다.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수행하는 지수실험은 사용후핵연료 상 미임계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분의 인허가 상 핵물질계는 미임계 한계치 

(keff=0.95)에 매우 근 한 조건에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미임계한계치에 

가까운 핵임계 실험자료를 기 으로 산코드를 검증한다. 그러나 미임계실

험 결과를 외삽이나 이론 인 방법을 사용하면, 핵임계실험자료와 유사한 효

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미임계실험과 계산모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비교한 후 산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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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편차를 결정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핵임계 근방에서의 계산편차를 구하

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방법을 개발하면 사용후핵연료에 한 악티나이

드와 핵분열생성물의 연소도 이득을 동시에 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3) 속 환체에 한 연소도 이득 용시 산코드의 검증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속 환체에 하여 연소도 이득을 용할 

때,  이 속 환체에 포함된 핵종들로 구성된 핵물질계의 핵임계 실험자료

를 기 으로 산코드를 검증해야 한다. 속 환체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

된 핵종 에 13 개 원소(O, Te, Se, Br, Kr, Rb, Sr, Y, I, Xe, Cs, Ba, Pm)

를 제거한 후, 나머지 원소들을 속화하여 만든다[3.4.24]. 사용후핵연료에는 

속 환체에 포함된 모든 핵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핵종의 종류 

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한 지수실험에 의해 얻은 유효증배계

수를  속 환체의 연소도 이득 용에 쓰이는 산코드의 검증에 응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사용후핵연료는 산화물로서 도가 10 g/cm
3 근방인데 속 환체는 

우라늄 속과 유사한 약 19 g/cm3가 될 것이므로 이로 인한 핵 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검증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집합체와 속 환

체의 기하학 인 구조차이가 검증에 미치는 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

직 속 환체의 구체 인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속 환체의 기하학

인 구조가 집합체와 크게 다르게 결정될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한 지수실험에 근거한 산코드의 검증결과는 보정되어야 하며, 그 차이만큼

을 불확실도에 반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수실험장치 제작

가. 지수실험장치 특성

(1) 외부선원

Cf-252의 성자 수율은 2.34×1012 n/s.g으로 비교  커서 소형으로 제

작이 가능하다. 단지 방사능 감쇠반감기가 2.645 년으로 비교  짧다는 것이 

단 이다. Suzaki[3.4.18]는 4 mmφ× 20 mm 크기의 444 MBq(12 m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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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52를 사용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400 MBq(10.7 mCi) 

선원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Fig. 3.4.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운반용기 내 

알루미늄캔 안에 Cf-252 선원이 들어 있다. 실제 으로 실험에 향을 미치

는 것은 방사능보다는 성자 발생율이다. 구입 당시(2001년 3 월 20 일) 기

으로 본 Cf-252 선원의 성자방출율은 5.29 x 107 n/s다.

(2) 성자검출기

본 실험에서는 Fig. 3.4.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합체 제어 안내 에 

삽입할 수 있는 소형 핵분열 리함(6 mmφ x 25.4 mm-eff)을 사용하 다. 

핵분열 리함은 성자 검출효율을 높이기 하여 고농축 U-235(93 wt%, 

0.006 g)이 비례계수 의 극에 도포되어 있으며, 성자에 의해 핵분열이 

일어날 때 생긴 핵분열 편에 의한 리펄스를 계수하는 방식이다. 성자 

감지부인 핵분열 리함으로부터 치증폭기까지의 길이가 10 m로 매우 길기 

때문에 검출신호 송 이블에서의 감쇠가 있을 것으로 상한다. 

(3) 성자 계수장치

이 신호계수기(double counter)로서 주 증폭장치에서 나오는 검출신호

를 받아서 성자의 계수를 디지털로 나타낼 수 있는 장치다. 두 개 시스템

의 신호를 동시에 계수할 수 있다. 지수실험에서 성자를 계수할 때 MCA 

분석장치와 분석 로그램을 장착한 컴퓨터가 계수기의 기능을 신할 수도 

있지만, 성자 계수가 증하는 지 을 찾을 때라든지 성자 계수를 실시

간으로 찰할 때는 성자 계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4) MCA  신호분석장치

핵분열 리함에서 생긴 검출신호는 치증폭기와 주증폭기에서 펄스

형이 정형화되고 해석장치나 기록장치에 합한 펄스로 만들어진다. 다 채

고 분석기(MCA)는 펄스신호를 그 고치에 따라 채 로 구분하고, 

한 각 채 에 한 펄스빈도의 도수분포도를 제공한다. MCA는 펄스 높이를 

디지털(digital) 신호로 변환시키는 ADC(Analog-to-Digital Converter)와 이 

디지털신호에 의해 구분된 신호를 기억시키는 메모리부로 구성된다. MC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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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자 스펙트럼은 에 지와 무 하지만, 낮은 에 지 채 에서 계측되

는 감마선의 향을 제거하는데 활용된다. 펜티엄 III에 설치한 분석 로그램

인 GENIE2000을 사용하여 MCA에 제공되는 신호를 채 별로 세기를 가시

으로 볼 수 있고, 일부 채 을 제외시키고 계수할 수 있다. 

나. 검출기 삽입  설계  제작

(1) 삽입 의 직경 결정

검출기는 직경이 6.3 mmφ로 매우 작기 때문에 취 에 주의를 기울려

야 하고, 고 압이 걸리기 때문에 수분과의 을 피해야 한다. 조사후시험

시설의 장풀은 물높이가 10 m이며 이 물속의 장랙에 장 되어 있는 집

합체의 제어 안내 에 검출기를 안 하게 삽입하려면 합한 삽입 이 필

요하다. 

조사후시험시설의 장풀에는 고리 1, 2 호기의 집합체가 장 되어 있으며, 

주요 설계제원을 Table 3.4.1와 3.4.2에 제시한다. 재 조사후시험시설 내에 

있는 고리 1, 2 호기의 사용후핵연료집합체는 주로 WH SFA로 추정한다. 

Table 3.4.1와 3.4.2의 핵연료 제원 에서 삽입  제작시 고려해야 할 것은 

제어 안내 의 내경과 계측 의 내경이다. 이들 에 검출기를 삽입하기 

해서는 삽입 의 외경이 이들 의 내경보다 작아야 한다. Table 3.4.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리 1 호기의 경우에는 제어 안내 과 계측 의 내경은 각

각 12.827과 9.48 mm이다. Table 3.4.2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리 2 호기의 경

우에는 제어 안내 과 계측 은 모두 11.05 mm 이다. 

제어 안내 에 삽입할 때 충격을 견디려면  삽입 의 두께는 0.75 mm이

상 되어야 하고, 6.3 mm의 검출기를 용이하게 장 하기 해서는 내경이 

8.0 mm 정도가 합하다. 따라서 고리 1 호기의 계측 에 삽입하는 것은 보

류하고, 최종 으로 검출기 삽입 의 외경을 9.5 mm로 결정한다.

검출기 삽입 을 9.5 mm 외경으로 비 제작하여 삽입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고리 1 호기 집합체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고리 2 

호기의 J44 집합체에는 3 m 정도까지 밖에 삽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삽입되

지 못한 집합체의 아래 부분은 백그라운 성자 측정에만 계되고, 본 지수

실험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삽입 의 외경을 9.5 mm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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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Principal Design Specifications for Nuclear Fuel of Kori

     Unit 1 

Design Parameter WH SFA OFA JDFA KNFC 
WH OFA

 Assembly Type 14‐(16+1)

 Assembly Length 4056.6 4056.6 4058 4062.73

 Assembly Pitch 197.18 197.18 197.5 197.1

Fuel Rod Total Length 3857 3857 3852 3868.04

Fuel Rod Active Length 3658 3658 3658 3658

Fuel Rod Outside Dia. 10.72 10.16 10.75 10.16

Cladding Thickness 0.617 0.617 0.725 0.617

Fuel Pellet Dia. 9.294 8.748 9.11 8.748

Guide Tube Outside Dia. 13.69 13.36 13.7 13.36

Guide Tube Inside Dia. 12.827 12.497 12.83 12.93

충격흡수관 외경 12.205 12.205 13.7 13.36

충격흡수관 내경 11.341 11.341 11.32 12.50

충격흡수관 길이 606 606 582 626.618

유로 구멍 직경 2.31 2.31 3.3 2.31

배수 구멍 직경 1.02 1.02 0.75 1.02

Instrument Thimble Inside Dia. 9.48 8.93 9.3 8.94

Inc. 지지격자 내부격자판 두께 0.343 0.343 0.355 0.343

Inc.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두께 0.521 0.521 0.42 0.5207

Zrv 지지격자 내부격자판 두께 ‐ 0.66 0.575 0.66

Zrv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두께 ‐ 0.813 0.575 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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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 Principal Design Specifications for Nuclear Fuel of Kori

            Unit 2

Design Parameter WH SFA JDFA
KNFC

WH OFA

 Assembly Type 16‐(20+1)

 Assembly Length 4058.03 4058 4058.03

 Assembly Pitch 197.18 197.5 197.2

Fuel Rod Total Length 3849.6 3847 3844.54

Fuel Rod Active Length 3658 3658 3657.6

Fuel Rod Outside Dia. 9.5 9.5 9.5

Cladding Thickness 0.572 0.64 0.53

Fuel Pellet Dia. 8.192 8.05 8.192

Guide Tube Outside Dia. 11.96 11.96 11.96

Guide Tube Inside Dia. 11.05 11.05 11.05

충격흡수관 외경 10.64 11.96 10.67

충격흡수관 내경 9.73 9.73 9.73

충격흡수관 길이 606 612 606

유로 구멍 직경 2.31 3.0 2.31

배수 구멍 직경 1.02 0.75 1.02

Instrument Thimble Inside Dia. 11.05 11.05 11.05

Inc. 지지격자 내부격자판 두께 0.267 0.305 0.267

Inc.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두께 0.432 0.355 0.4318

Zrv 지지격자 내부격자판 두께

Zrv 지지격자 외부격자판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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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제원

Fig. 3.4.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검출기 삽입 을 설계한다. 제어 안내

에 삽입하는 부분인 삽입튜 (Insertion Tube)는 길이가 4 m이고 외부직

경이 9.5 mm이며, 이에 연결하는 연결튜 (connection tube)는 직경 21.7 

mm이고 총길이가 5.9 m다. 삽입 의 상부에는 치증폭기(pre-amplifier)를 

장 할 수 있는 함이 있다. 각 부품에 한 자세한 제원  재질을 Table 

3.4.3에 제시한다. 

(3) 성능시험

검출기 삽입 의 연결부분에는 속 O-ring을 사용하여 완  폐되도

록 제작하고, 2 기압하에서 24 시간 설시험을 통하여 완 하게 폐됨을 확

인하 다. 한 풀의 온도와 기의 온도차이로 인하여 튜 내부에 결로가 생

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 검해야 한다. 결로가 생기면 검출기에 

가해지는 고 압에 의해서  혹은 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출기를 

원공 장치에 연결하기에 앞서 튜 내에 결로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출기를 삽입  내에 삽입하여 장풀에 3 일 동안 담가 놓은 후, 검출기를 

꺼내서 검출기와 이블 표면을 검사해 본 결과, 결로가  보이지 않았다. 

Table 3.4.3. Design Specifications for Detector Handling Tube 

Dimension ( mm )

Insertion Tube
I.D

O.D
Length

8.0
9.525
4000

1st Connection Tube
I.D

O.D
Length

15.0 
21.7 
4500

2nd Connection Tube
I.D

O.D
Length

15.0 
21.7 
1400

Pre‐Amp Box
Size

Thickness
100 × 130 × 200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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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Cf-252 Source Loaded in Transportation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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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Schematic Description for Neutron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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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view Handling Tube                            B) Pre‐Amp Box

C) Connection Tube                                   D) Insertion Part

Fig. 3.4.5. Layout of Detector Handling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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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원 삽입   보 함 제작

선원을 집합체 제어 안내 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 (handling bar)를 

설계/제작하고, 실험이 끝난 후 선원을 보 할 수 있는 보 함을 설계/제작

한다. 선원 이동  보 함에 선원보 시에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한 차폐해석을 수행하여 설계의 기 으로 삼고, 선량이 1 mrem/h가 되는 지

을 계산하여 작업자의 안 거리를 제시한다. 

(1) 개요 

지수실험(Exponential Experiment)에서는 선원을 집합체의 제어 안내

에 장 한 후, 축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실험을 수행한다. 방사능 가 높

은 선원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방사선 선원 취 시

에는 작업자의 안 을 해 엄격한 규정을 용하고 있으며, 선원 보 함도 

이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설계한다. 

성자 차폐재로는 수소원자수 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한다. 이런 물질로

는 라핀, 폴리에틸   물 등이 있지만, 상온에 고체상태로 존재하는 

라핀과 폴리에틸 을 운반용기 등의 차폐체로 리 사용한다. 본 실험에 사

용할 성자 보 함도 라핀과 폴리에틸 으로 제작한다.

(2) Cf-252 선원의 특성

본 지수실험(Exponential Experiment)에 사용하는 Cf-252 선원은 AEA 

Technology 사에서 제작한 Cf-252 자발핵분열 선원이며, 세라믹에 혼합되어 

Fig. 3.4.6와 같이 이  캡슐화된 선원이다. Cf-252 선원은 자발핵분열에 

의해서  성자를 방출한다. 제작사에서 제공한 Cf-252 선원의 자발핵분열 

성자 스펙트럼은 Fig. 3.4.7에 제시한 바와 같다. 

AEA Technology사의 제품 코드(code) CVN.7의 표 사양을 Table 3.4.4에 

제시한다[3.4.25]. 제작사에서는 본 실험에서 주문한 성자 방사능 10.7 mCi 

(400MBq)를 기 으로 제작공차를 -10%∼20%으로 제작하 기 때문에, 

Table 3.4.4에 제시한 선원의 세기는 제작된 실제 선원의 세기와 약간 차이

가 난다. 이  선원의 방사능 와 성자 세기에 한 검정결과를 Table 

3.4.5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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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52의 방사능 붕괴  핵분열에 의한 시간에 따른 방사선 세기의  감

소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t
teItI 2/1

693.0

0)(
−

=                                                     (3.4.2) 

식(3.4.2)에서 t1/2 는 자발핵분열과 α  붕괴 확률을 감안하여 이들 반감기의 

평균을 취한 유효반감기(effective half-life)이다. 식(3.4.2)을 사용하여 차폐해

석 당시(2001년 11월 경)의 방사능과 성자방출율을 구하면 각각  357 

MBq와  4.33 × 107 n/s다.

(3) 성자 보 함의 차폐해석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성자  감마선의 거동을 모사하는 MCNP-4B 

코드[3.4.26]를 사용하여 보 함에 해 차폐해석을 수행한다. 차폐해석을 통

해 성자 보 함 표면에서의 방사선 선량율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작업안

 거리를 결정한다.

Table 3.4.4. Design Specifications for Neutron Source Production Code      

CVN. 7 of AEA Technology

Half‐life 

‐ α-decay

‐ Spontaneous Fission

‐ Effective

2.73 yr

85.5 yr

2.65 yr

Neutron Emission 2.3x109 n/s per mg

Average Neutron Energy ~2 MeV

Activity 400 MBq

Weight 20 μg

Equilibrium γ ‐exposure rate

(from unshielded source)
3.2 mR (20 μg)

Neutron Dose Rate 4.6×10‐2 rem/h (20 μg)

Table 3.4.5. Certification Results for CVN. 7 Cf-252 Neutron Source

Radionuclides Cf‐252 Spontaneous Neutron Source

Date 2001. 2. 25

Activity 464 MBq

Neutron Emission 5.38 ×107 n/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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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Cf-252 Neutron Source Encapsuled  

 in X.1.

Fig. 3.4.7. Cf-252 Fission Spectrum Supplied by AEA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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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하학  모델  가정

차폐계산을 한 Cf-252 선원 보 함에 한 MCNP-4B 코드의 기하

학  계산모델을 Fig. 3.4.8과 같이 설정한다. 보 함 심부분에는 폴리에틸

 재질의 이동차폐체(moving shielder)가 존재하여 1차 으로 선원으로 부

터 나오는 성자를 차폐한다. 바깥쪽에는 라핀 재질의 고정차폐체가 존재

한다. 선원은 이동차폐체의 심축선을 따라 보 시와 이동시에 존재 치가 

변한다. 즉, 선원을 보 함에 장 하면 이동차폐체 상부로부터 15 cm 되는 

지 에 선원이 치하고, 이동시에는 이동차폐체의 앙에 치한다. MCNP 

계산에서는 선원이 이동차폐체의 앙인 상부에서 10 cm 지 에 존재하는 

것으로 모델링하고, 선원으로 가정한다.

Fig. 3.4.8. MCNP-4B Calculation Model for Neutron Source     

           Storag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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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자 에 지스펙트럼 

MCNP-4B 계산에서 Cf-252 선원의 자발핵분열 성자 에 지 스펙

트럼은 아래 제시한 Watt Fission Spectrum 식에서 a=1.025와 b=2.926인 경

우이다[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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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sinh()/exp()( bEaEE −=χ                                     (3.4.3)  

식(3.4.3)에서 E는 MeV 단 로 나타낸 성자의 에 지다. 이 Cf-252의 자

발핵분열 에 지 스펙트럼은 Fig. 3.4.9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Fig. 3.4.7에서 

제시한 Cf-252 선원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에 지 스펙트럼과 유사한 형태다.

Fig. 3.4.9. Cf-252 Fission Spectrum Employed in 

MCNP-4B Code.                             

(다) 최  선량지  결정방법

성자선원 보 함에서 성자선원을 꺼내 장풀로 이동할 때 작업

자가 이동차폐체로부터 유지해야 할 최소거리가 있으며, 이는 이동차폐체 측

면표면의 선량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 선량을 구해야 한다. 이동

차폐체 측면표면에서 최 선량을 나타내는 지 을 결정하기 해, 측면을 1 

cm 간격으로 나 어서 이동차폐체의 높이에 따른 선량을 구해서 최 선량 

지 을 찾는다.  

이동차폐체의 상부표면에 한 선량 계산 지 으로 선정한다. 이 계산도 마

찬가지고 반경방향의 선량분포를 알기 해서 상부 표면의 반지름을 0.5 cm 

씩 증가시켜 각각의 역에 한 선량을 계산한다. 선원을 보 함에 장 할 

때와 꺼낼 때에 1 차 연결 (1st connection bar)를 결합하거나 해체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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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차폐체 상부 50 cm에서 수작업을 하는데, 이때 작업자가 받는 선량을 

계산하기 해 이동차폐체 상부 50 cm 지 을  다른 계산지 으로 선정한

다. 

보 함의 이동시에 보 함의 표면에서 선량이 규제치를 만족해야 하기 때

문에 보 함의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선량을 평가해야 한다. 한 작업자가 

보 함에 근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 피폭정도를 미리 측하기 해서도 

표면선량값이 필요하다. 보 함 심에 Cf-252 선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높

이를 1 cm 간격으로 나 어서 선량을 구하고 최 선량 지 을 결정한다. 

(라) 선량 환인자 

MCNP-4B 코드에서는 성자 혹은 감마선의 에 지에 따른 선속

도를 구한 다음, 각 에 지별 선량환산인자(dose conversion factor)를 용

하여 방사선량으로 환산한다. 본연구에서는 성자에 해서는 MCNP-4B 

코드에 내장된 선량환산인자 NCRP-38과 ANSI/ANS-6.1.1-1977을 사용하

고 감마선에 해서는 ANSI/ANS-6.1.1-1977을 사용한다. 각각의 경우 에

지에 따른 선량환산인자를 Table 3.4.6-7에 제시한다. 

(마) 계산 모드 

성자는 물질과 반응하여 2 차 방사선을 발생시킨다. 본연구에서 사

용하는 물질은 주로 낮은 원자번호의 물질이기 때문에 부분의 2차 방사선

은 감마선과 소량의 자이다. 2 차 감마선은 다시 물질과 반응하여 새로운 

방사선을 방출한다. 따라서 성자만 고려한 선량평가를 한다면 선량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해서 차폐물질이 라핀인 경우에 차폐두

께에 따른 감마선 향을 계산하여 Fig. 3.4.10-11에 제시한다. 이 그림들에

서 볼 수 있듯이 차폐두께가 증가할수록 그 향이 커짐을 알 수 있으며, 

라핀의 두께가 28 cm 이상이면  감마선의 향이 체의 50 %를 넘는 것으

로 나타난다. MCNP-4B 코드의 계산에서  성자, 감마  자 등의 세 입

자 모두를 고려하기 해서 모드카드(mode card)에서 세 입자를 모두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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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ble 3.4.6. Neutron Flux-to-Dose Rate Conversion Factor and Quality  

             Factor

Neutron Energy, 
E[MeV]

DF(E)
[(rem/h)/(n/cm2-s)]

Quality Factor

2.5E‐08 3.67E‐06 2.0

1.0E‐07 3.67E‐06 2.0

1.0E‐06 4.46E‐06 2.0

1.0E‐05 4.54E‐06 2.0

1.0E‐04 4.18E‐06 2.0

1.0E‐03 3.76E‐06 2.0

1.0E‐02 3.56E‐06 2.5

1.0E‐01 2.17E‐05 7.5

5.0E‐01 9.26E‐05 11.0

1.0 1.32E‐04 11.0

2.5 1.25E‐04 9.0

5.0 1.56E‐04 8.0

7.0 1.47E‐04 7.0

10.0 1.47E‐04 6.5

14.0 2.08E‐04 7.5

20.0 2.27E‐04 8.0

Table 3.4.7. Photon Flux-to-Dose Rate Conversion Factor

Photon Energy, 
E [MeV]

DF(E)
[(rem/h)/(n/cm2-s)]

Photon Energy, 
E [MeV]

DF(E)
[(rem/h]/(n/cm2-s)]

0.01 3.96E‐06 1.40 2.51E‐06

0.03 5.82E‐07 1.80 2.99E‐06

0.05 2.90E‐07 2.20 3.42E‐06

0.07 2.58E‐07 2.60 3.82E‐06

0.10 2.83E‐07 2.80 4.01E‐06

0.15 3.79E‐07 3.25 4.41E‐06

0.20 5.01E‐07 3.75 4.83E‐06

0.25 6.31E‐07 4.25 5.23E‐06

0.30 7.59E‐07 4.75 5.60E‐06

0.35 8.78E‐07 5.00 5.80E‐06

0.40 9.85E‐07 5.25 6.01E‐06

0.45 1.08E‐06 5.75 6.37E‐06

0.50 1.17E‐06 6.25 6.74E‐06

0.55 1.27E‐06 6.75 7.11E‐06

0.60 1.36E‐06 7.50 7.66E‐06

0.65 1.44E‐06 9.00 8.77E‐06

0.7 1.52E‐06 11.00 1.03E‐05

0.8 1.68E‐06 13.00 1.18E‐05

1.0 1.98E‐06 15.00 1.33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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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Neutron and Photon Portions in Dose Rate as a     

Function of Paraffin Cylind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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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Photon Fraction in Dose Rate as a Function of       

Paraffin Cylind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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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차폐계산결과 분석

① 차폐계산 결과

이동차폐체에 한 계산결과를 Fig. 3.4.12-13에 제시한다. Fig. 3.4.12

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의 선량은 성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감마선

에 의한 선량은 체의 4～6% 정도로 매우 낮다. 상했던 것과 같이 선원

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심에서 선량이 가장 높다. Fig. 3.4.14에서는 동

일한 사유로 선량이 이동차폐체 상부표면의 심에서 가장 높다. 

Fig. 3.4.14에는 보 함의 측면에서 선량을 보여 주고 있다. 상했던 바와 

같이 선원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 인 하부에서 20 cm인 지 에서 가장 

높은 선량을 보인다. Fig. 3.4.14에서 감마선과 성자의 선량을 비교해 보면, 

감마선에 의한 선량이 오히려 성자보다 더 높아 체의 50 % 이상을 차지

한다.

Fig. 3.4.12. Dose Rate on the Side Surface of Moving Shie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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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안 거리

앞에서 구한 각 표면에서의 최 선량을 Table 3.4.8에 제시한다. 이를 

기 으로 작업안 거리를 근사 으로 계산하기 해서 차폐체를 구로 가정

하고, 최 표면선량이 1 mrem/h로 감소하는 지 을 다음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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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2
11 RDRD =                                               (3.4.4)

식(3.4.4)에서 D1 와 D2 는 지  1과 2에서의 선량이고, R1과 R2는  선원에서 

지  1  2까지의 거리이다. 각 지 에서의 선량율은 검출기를 그 지 에 

설치할 때 검출되는 선량이다. 이동차폐체의 경우, 측면과 상부표면에서 선

량율은 각각 1.38과 1.45 rem/h이며, 식(3.4.4)을 이용하여 1 mrem/h가 되는 

작업안  거리는 각각 372 cm와 382 cm로 결정된다. 성자보 함의 경우 

측면에서 0.015 rem/h의 선량율을 나타내고, 식(3.4.4)에 의해서 얻은 1 

mrem/h가 되는 작업안 거리는 측면표면에서 117 cm다.

(4) 선원 삽입   보 함 설계/제작

(가) 삽입  설계/제작

삽입 의 재질은 방사능 가 높은 작업구역에서 건 성을 유지할 

수 있고 용 에 합한 SS-304로 선택한다. Fig. 3.4.6에 제시한 원기둥형의 

Cf-252 선원을 장 할 캡슐은 Fig. 3.4.15와 같다. 총캡슐의 길이는 49 mm이

고 직경은 9.2mm이다. 선원을 캡슐에 장 하고 캡슐덮개 부분을 결합한 후, 

연결부분을 핫셀에서 용 한다. Fig. 3.4.16에 제시한 설계도면에서 볼 수 있

듯이 캡슐덮개의 상부에는 나사산이 있고, 이 부분에 길이 250 mm의 1 차 

연결막 를 결합한다. 

Table 3.4.8. Shielding Calculation Results for Neutron Source Storage       

Canister Using MCNP Code

Detection Position
Dose Rate 

[ rem/h ]

Distance from the Surface 

Interval for Decreasing the 

Dose Rate 1mrem/hr [cm]

Moving Shielder

- Center of Side Surface

- Center of Top Surface

1.38

1.45

372

382

- 50 cm from Top 
Surface 7.97E‐03 ‐

Center of Side Surface in  the 

Storage Canister
0.015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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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A-1 A-2

A-1 A-2

중성자

A-1 A-2

A-1 A-2

중성자중성자중성자

A-1 A-2

A-1A-1 A-2A-2

A) Neutron Source Capsule

B) 1st Connection Bar

삽입부)삽입부)삽입부)

C) 2nd Connection Bar

D) 3rd Connection Bar

Fig. 3.4.15. Lay Out of Neutron Source Handl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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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Schematic Description of Neutron Source Capsule.

(나) 보 함 설계/제작

Fig. 3.4.1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차폐해석에서 설정된 모델을 바탕으

로 부분 인 수정을 통하여 보 함을 설계한다. 이동차폐체의 질량을 이기 

해서 모서리부분을 깎아내고, 성자 조사실험용 조사공을 좌우에 각각 1 

개씩 설치한다. 이로 인한 측면이나 상부의 최 선량은 변화가 거의 없기 때

문에 작업안 거리에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동차폐체는 모서리부분이 깎인 지름 10 cm  높이 20 cm의 원통형 모

양이며, 폴리에틸  재질로 제작한다. Table 3.4.9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폴리

에틸 은 비 이 0.92 g/cm
3으로 물보다 가벼우며, 수소의 원자수 도가 높

고 상온에서 고체이기 때문에 성자 차폐재로 합하다. 

고정차폐체는 라핀 재질이고, 지름 60 cm  높이 50 cm의 원통형이며 

앙에 이동차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Table 3.4.9에서 볼 수 있

듯이 라핀 비 은 0.93 g/cm3이고, 물보다 가벼우며 수소 함유비도 더 높

다. 고정차폐체가 공기와 하는 부분을 2 mm 두께의 스테인 스로 덮는다. 

이와 같이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제작완료한 보 함은 Fig. 3.4.18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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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캡슐 용   선원 삽입  조립

캡슐용   조립을 동 원소 핫셀에서 수행하 다. Fig. 3.4.19에 제시

한 바와 같이 운반용기내의 알루미늄캔 속에 들어있는 선원을 꺼내서 캡슐

에 장 하고 마개를 닫은 후 합부분를 용 한다. 이어서 캡슐을 1 차연결

막 와 결합한 후, 이를 이동차폐체 심의 홀(hole)에 결합하며, 이를 보

함에 장 한다. 삽입   보 함의 자세한 제원을 Table 3.4.10에 제시한다.

Table 3.4.9. Properties of Neutron Shielding Materials

Polyethylene Paraffin Water

Density 0.92 g/cm3 0.93 g/cm3 1.0 g/cm3

Molecule Composition CH2 C25H52 H2O

Molecule Weight 14.0269 352.688 18.0153

H‐Fraction (Atom Number) 0.667 0.675 0.667

Table 3.4.10. Design Specifications for Source Storage Canister and        

Handling Bar

Item Material Dimension [mm]

Handing 
Bar

Capsule SS‐304 OD9.2 × ID8.0 × 49L

1st Connection Bar SS‐304 φ6 ×320L

2nd Connection Bar SS‐304 φ6 ×5,000L

3rd Connection Bar SS‐304 φ6 ×4,650L

Canister

Moving Shielder Polyethylene OD200 × ID10.2 × 200H

Fixed Shielder Paraffin OD609 × ID204 × 520H

Lid Paraffin
   Head Part : φ216 × 120H

Cover Part : φ406 × 40H
Inserted Part : φ216 × 9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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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Layout of Neutron Source Storag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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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de View of Storage Canister

b) Connection of 1st and 2nd Connection Bars

Fig. 3.4.18. Neutron Source Storage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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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aking Neutron Source out of Al Can                          c) Capsule Welding

               

                b) Capsule Loading                        d) Inserting the Welded Capsule into the Moving

                                                             Shielder Hole.

Fig. 3.4.19. Procedure for Neutron Source Loading and Capsule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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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수실험장치의 반응도 시험  설치

가. Cf-252 상 반응도 시험

Fig. 3.4.20과 같이 선원에 한 반응도 시험장치를 구성한다. 시험장치

에 뚜껑막  상부의 10 cm 홈에 검출기를 삽입한 경우와 알루미늄캔에 

한 경우에 해서 Cf-252 선원을 상으로 성자 측정실험을 수행한 후, 후

자의 경우에 한 MCA 분석결과만 Fig. 3.4.21에 제시한다.  채 (20∼30 

channel)에서 감마선의 향으로 보이는 계수치의 피크가 나타난다. 이것은 

Cf-252 선원을 상으로 물속에서 실험한 Suzaki의 결과[3.4.18]와 유사하다. 

Fig. 3.4.20. Neutron Detector Response Test for Cf-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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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후핵연료의 특성분석

(1)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장 상태  특성

지수실험에 비하여 조사후시험시설의 장풀에 장 되어 있는 사용

후 핵연료에 한 특성을 분석하고 정리한다. Fig. 3.4.22에 제시한 바와 같

이 물 깊이가 10 m인 조사시험시설의 9402 풀에는 두 열의 장랙이 있다. 

고리 1, 2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7 개가 상부 노즐이 제거된 상태로 

콘테이 에 담겨져서 이 장랙에 장 되어 있다. 이들 집합체에 한 주요

한 정보를 Table 3.4.11에 제시한다. 본 실험의 상 집합체인 C15, J14, J44

의 제원  연소이력을 Table 3.4.12에 제시하고, 핵연료  제어 안내 의 

배치와 실험을 해 제거한 연료 의 치 등을 Fig. 3.4.23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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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2. Schematic Description of PIEF Storage Pool Rack.

Table 3.4.11. Design Specifications and Burnup Histories for Seven Fuel     

Assemblies Loaded in PIEF

ID
Fuel 

Type

Initial 

Enrichment 

(wt%)

Reactor
Core 

Location

Burnup

(MWd/MtU)

Discharge

Date

KEARI 

Transportation

A17 14×14 2.122
Kori 

Unit 1
1(J6) 17,071 1979.10.27 1987.6

A39 14×14 2.122
Kori 

Unit 1
1(K7),2(G7) 25,300 1981.1.30 1987.5

C15 14×14 3.199
Kori 

Unit 1

1(K3),2(F8),

3(H3)
32,000 1982.4.17 1987.4

F02 14×14 3.200
Kori 

Unit 1

4(B6),5(K9),

6(L10)
28,300 1985.9.17 1992.5

G23 14×14 3.2103
Kori 

Unit 1

4(A8),5(A8),

6(B7),7(D7)
35,500 1986.10.24 1990.5

J14 14×14 3.1968
Kori 

Unit 1

7(E9),8(J5),

9(H11)
37,500 1989.1.20 1991.7

J44 16×16 3.4869
Kori 

Unit 2
7(C8),8(C7) 35,018 1992.5.29 1993.4



- 326 -

Fig. 3.4.23. Description of Control Rod Guide Tube and the Empty Fuel Rod Arrangements in C15, J14 and J44 

     Spent Fuel Assemblies.

J14 (14 X 14)C15 (14X14) J44 (16 X 16)

Filled with RodControl Rod Guide Tube

Empty Guide Tube To Be Used in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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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집합체에 속한 성자선원 분석

(가) 계산모델  방법 

조사후시험시설의 장풀에 장 된 집합체들을 표해서 C15 집합체

에 한 선원을 분석한다. SAS2H[3.4.27]는 1 군 핵자료를 생산하는 모듈과 

ORIGEN-S[3.4.28]로 구성된다. 핵군단면  생산모듈은 NITAWL-BONAMI 

-XSDRNPM의 코드 시스템으로 ORIGEN-S 코드의 계산에 사용할 1 군 유

효단면 을 생산한다[3.4.27]. ENDF/B-V, VI[3.4.29-30]에서 생산한 238 군 

미시단면 에서 축약한 44 군을 모핵자료로 사용하여 앞에서 언 한 축약 

코드시스템을 써서 1 군 핵단면 으로 축약한다. Table 3.4.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핵연료 과 집합체의 제원, 냉각수의 온도 등 원자로 운 조건에 한 

자료들을 SAS2H의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Table 3.4.12. Specifications and NPP Declared Burnup for PWR Spent      

Fuel Assemblies Employed in This Exponential Experiment

Item

This Study JAERI

C15 J14 J44 P14

Fuel Type 14 × 14 14 × 14 16 × 16 14 × 14

Initial Enrichment ( wt% ) 3.199 3.1968 3.4869 4.3

Burnup 32,000 37,845 35,018 40,200

Discharge Date 1982. 4. 17 1989.1.20 1992.5.29
Cooling time

13.5 year

Active Fuel Length (mm) 3658 3658 3658 3658

Control Rod Guide Tube

(ID/OD)
12.8/13.7 12.8/13.7 11.05/11.96 12.8/13.7

Space Grid Number 7 7 8 7

Instrumental Thimble I.O 9.48 9.48 11.05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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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자 발생량 

SAS2H 모듈[3.4.26]을 이용하여 C15 집합체를 상으로 연소계산을 

수행하여 이 집합체에서 발생하는 성자의 발생량을 구한 후 Fig. 3.4.24-25

에 제시한다. 악티나이드 핵종에서 발생하는 성자는 알 ‐ 성자 반응과 

자발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성자가 주류를 이룬다. Fig. 3.4.24에 제시한 주

요한 선원들의 성자 방출량을 냉각기간별로 계산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원자로에서 방출직후에는 알 ‐ 성자 반응으로 방출하는 성자의 93 

%는 Cm-242에서 발생한다. 재의 C15 집합체와 같은 냉각기간인 매우 긴 

경우에는 Am-241, Pu-238  Cm-244에 의한 기여가 체의 90 %를 차지

한다. 

Table 3.4.13. Fuel Design Specification and Burnup History for C15      

Spent Fuel Assembly from Kori Unit 1

Parameter Value

Fuel Rod

Array

# of Rod in Assembly

Rod Pitch Size , cm

Active Length , cm

14 × 14

179

1.41224

365.76

Fuel Material

Density of UO2 , g/cm3

Fuel Composition , w/o

U–234

U‐235

U‐236

U‐238

10.41215

0.0285

3.1970

0.0147

96.7598

Moderator

Density of UO2 , g/cm3

Boron Concentration, ppm

Inlet Temp., oK

Avg. Temp., oK

0.7283

500

541.2

575.5

Irradiation Time, d 

(Specific Power, W/g)

1 Cycle

2 Cycle

3 Cycle

Shutdown Time, d

1 Cycle → 2 Cycle

2 Cycle → 3 Cycle

485 (20.68)

505 (22.63)

343 (30.35)

7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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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발핵분열의 경우에는 원자로 방출 기에는 

Cm-242가 가장 큰 기여를 하지만, 3 년 후부터는 부분을 Cm-244가 기여

한다. Fig. 3.4.24-25에서 알 수 있듯이 3 년 후부터는 자발핵분열 성자 발

생량이 알 ‐ 성자반응에서 발생하는 성자의 24 배 정도다. 두 선원을 

합해서 비교해 보면 냉각기간 18.5 년을 기 으로 Cm-244에서 발생하는 

성자가 체의 93 %를 차지한다. Fig. 3.4.26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방출직후부

터 3 년 동안을 상세하게 계산해서 주요한 선원에 해 비교한다. 루토늄

과 Am-241의 향은 Cm-244와 Cm-242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난다.   

  

Fig. 3.4.26. Several Neutron Source Intensities in PWR     

Spent Fuel.

-PWR Spent Fuel
 .14 x 14 Array
 .32 wt%
 .32 GWd/tU
-ORIGEN2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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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7-28에서는 성자 에 지 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있다. 알 ‐ 성

자의 선원은 0.6 MeV에서 피크가 발생하고, 자발핵분열 선원은 2 MeV 근방

에서 피크가 발생한다. 이는 각각 Cm-242와 Cm-244에서 발생하는 성자

의 에 지와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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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7. α-n Neutron Source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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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Spontaneous Neutron Source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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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후시험시설에 지수실험장치의 설치  검

(1) 지수실험장치 설치

지수실험장치를 Fig. 3.4.29와 같이 조사후시험시설의 장풀에 설치한

다. Fig. 3.4.30에 보인 바와 같이 집합체의 제어 안내 에 검출기 삽입 을 

삽입한다. 삽입 내의 검출기에 속한 10 m 이블을 상부에 장착한 치 

증폭기에 연결하고, 치증폭기에 속한 6 m 이블을 Fig. 3.4.31에서 제시

한 주증폭기에 연결한다. 한 Fig. 3.4.32과 같이 선원을 보 함에서 꺼내서 

집합체의 제어 안내 에 삽입한다. 검출기 삽입 과 선원 삽입 를 상하로 

이동시킬 때는 크 인을 사용한다.

(2) MCA 바이어스 압 조정

집합체를 상으로 성자 계수실험을 할 때, 감마선 등의 노이즈

(noise)를 제외시켜야 한다. Cf-252 선원을 상으로 MCA의 바이어스 압의 

조정 후에도, 집합체 상 실험에서 감마선의 향이라고 추정되는 계수치의 

피크가 불규칙하게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Fig. 3.4.33(a)에서 볼 수 있듯이 

J14 집합체에서는 바닥으로부터 63 cm 지 에서 채  130 근방에 피크가 발

생하고, Fig. 3.4.33(b)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15 집합체의 경우에는 

190 채 까지는 불규칙 으로 감마선 향의 피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자

료를 바탕으로 MCA의 바이어스 압을 재조정하여 200 채 이하의 계수치

를 제외하도록 재설정한다. 

(3) 측정기기의 안정성 평가

정확한 지수감쇠계수를 구하기 해서는 측정장치의 안 성을 확보해

야 한다. 측정장치는 주 의 환경에 민감하여 온도, 습도, 측정시간 등에 따

라 검출효율이 변할 수가 있다.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C15를 상

으로 측정날짜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로 측정한 결과를  Fig. 

3.4.34에 제시한다. 그 결과로부터 집합체 양끝단을 제외하고는 측정치가 모

두 2σ 오차범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실험장치는 측정시간에 따

른 환경변화에 해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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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Exponential Experiment System Installed    

in the PIEF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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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Neutron Detector Inserted in a Control Guide Tube of    

C15 Assembly.

Fig. 3.4.31. Signal Analysis Equipments in Exponential              

  Experi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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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utron Source Handling Bar and Moving

Shielder Taken Out of the Canister.

b) Neutron Source and Moving Shielder Loaded in the Pool.

Fig. 3.4.32. Procedure for Neutron Source Handling Bar and Moving       

            Shielder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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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Effects of Several MCA Channel Discri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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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4. Axial Background Neutron Distribution in C15 Spent Fu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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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수감쇠 결정을 한 성자 선속 도 측정

가. 백그라운드 선속 도 측정  분석

(1) 사용후핵연료 백그라운드 축방향 선속 도 측정 결과분석

C15, J14  J44 집합체를 상으로 측정한 축방향 백그라운드 선속

도 분포를 Fig. 3.4.35에 제시한다. C15, J14, J44 집합체 심의 평탄부분에

서 얻은 3 분 동안의 평균 계수치는 각각 1900, 3800, 3200 정도다. 일반 인 

지수실험의 계수치는 핵연료집합체의 배출연소도, 냉각기간  실험장치 특

성에 의존한다. 동일한 실험장치로 동일한 조건하에 실험한 C15, J14, J44의 

성자 계수치를 비교해 보면 배출연소도가 높을수록 냉각기간이 짧을수록 

성자 계수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합체내 선원인 Cm-244의 핵종

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3.4.35를 보면 집합체 끝부분에서 

집합체 앙으로 갈수록 성자 수가 격히 감소한다. 이는 배출연소도가 

낮은 역에서는 Cm-244가 그만큼 게 생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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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Comparison of Axial Background Neutron        

Flux Distributions in C15, J14 and J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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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지격자 치 분석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는 몇 개의 지지격자가 있다. 지지격자가 치한 

지 에서는 다른 지 보다 상 으로 핵연료 연소도가 낮아 선속 도는 주

보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수감쇠계수를 구할 때, 실험오차를 이기 

해서는 이 지 을 피해서 선속 도를 측정해야 한다. 지지격자의 치는 

핵연료집합체의 설계도면에 제시되어 있지만, 핵연료집합체가 풀의 장랙 

속에서의 치와 검출기의 정확한 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격자 

치를 악하기 한 실험  분석이 필요하다.

Fig. 3.4.35에 제시한 선속 도는 집합체 앙부분에서 평탄한 선속 도를 

보이다가 몇 군데 특정지 에서 성자 계수치가 격히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이는 핵연료집합체의 지지격자 존재 치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

다. 지지격자가 치하는 지 에서의 성자 계수치는 다른 곳에 비해 약 30 

% 게 나타난다. 

(3) 기존 결과와 비교분석

Fig. 3.4.36에서 C15와 J14의 측정결과를 P14를 상으로 실험한 

Suzaki[3.4.16]의 결과와 비교한다. 성자 계수치에서 차이는 있으나 선속 도 

분포형태는 비슷하다. Table 3.4.12에 제시한 연소도와 냉각기간을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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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에서의 계수치가 J14보다 높게 나와야 하는데 정반 의 결과다. 이는 두 

실험장치 특성 상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단된다. 유사한 검출기를 사용했

지만, 삽입   바이어스 압 설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단한다. 지지격자 치를 비교해 보면 Fig. 3.4.36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종류의 집합체인 C15, J14 그리고 P14의 지지격자 치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3.4.14에서 볼 수 있듯이 설계치를 기 으로 본

연구에 측정한 지지격자 치는 2.3 %의 상 오차 이내로 잘 일치한다. 이는 

본 측정장치의 성능이 양호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Fig. 3.4.36. Comparison of Axial Background Neutron Flux            

 Distributions   in C15 and J14 with P14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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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RI Result [3.4.18]

Table 3.4.14. Comparison of the Estimated Spacer Grid Positions with    

the Fuel Design Specification

Spacer 
Grid 
No.

Distance between Spacer Grids(cm) Relative Error (%)

Design 
Spec. C15 J14 P14* C15 J14 P14

2‐3 66.52 66 67 67.6 0.78 0.72 1.6

3‐4 66.52 67 66 64.3 0.72 0.78 3.3

4‐5 66.52 68 65 65.7 2.2 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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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137 감마선 분포 결과와 비교분석

본 실험에서 악한 지지격자 치와 Cs-137 측정자료의 지지격자 

치를 Fig. 3.4.37에서 비교한다. Fig. 3.4.37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결과가 정확

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J44 결과와 Cs-137 감마스 닝의 비교결과는 

Fig. 3.4.38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심 부분에서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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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f-252 유도 성자 축방향 선속 도 측정

(1) 측정 치 선정

고리1 호기의 C15 집합체의 제어 안내 에 선원을 장 하고, 선속 도 

측정실험을 수행한다. C15 집합체 제어 안내  에서 검출기 삽입 와 선

원 삽입 를 장 한 제어 안내 은 Fig. 3.4.39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심

에 해 칭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3.4.15]. 백그라운

드 선속 도 측정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격자의 치를 피하여 검출기와 

선원의 치를 선정해야 한다. 선원에서 방출한 성자의 핵분열을 고려한다

면 핵연료집합체의 심부분이 가장 합한 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연

구에서는 집합체 바닥에서 180 cm 되는 지 을 선택한다. 

Fig. 3.4.39. Cross Sectional View of   

 C15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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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속 도의 측정결과 분석

검출기를 180 cm에 고정시키고, 선원을 3～5 cm 간격으로 이동하며 선

속 도를 측정하고, 와 반 로 선원을 고정하고 검출기를 축방향으로 3～5 

c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선속 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3.4.40에 제시한다.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선속 도는 약간 차이가 난다. 이는 선원과 검출기

의 실제 치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Fig. 3.4.41에 볼 수 있듯

이 선원삽입 의 끝에서 선원 심까지의 거리와 검출기삽입  끝에서 검출

기 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르다. 이를 고려하여 실험데이터를 보정하면 

Fig. 3.4.4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두 경우 모두 지수함

수와 유사한 형태다. 그러나 여 히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측정시간이 

5 분으로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측정시간을 늘리면 비슷한 값을 

보일 것으로 기 한다. 

Fig. 3.4.40. Neutron Counts for Detector and Source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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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1. Difference of the Center Positions of Neutron Detector    

and Source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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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2. Neutron Counts after the Correction for Detector      and 

Source Position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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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수감쇠계수

(1) Cf-252 유도 선속 도 결정

집합체 C15에 해 검출기와 선원을 이동하면서 측정한 선속 도의 측

정결과에서 백그라운드 선속 도를 차감하여 순수한 Cf-252 선원 유도 선속

도를 구한 후, 이를 당 성자수로 환산하여 Table 3.4.15와 3.4.16에 각

각 제시하고, 이를 Fig. 3.4.43에 도시한다. Fig. 3.4.43에서 알 수 있듯이 측

정간격이 40 c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범 에서 백그라운드 선속

도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갖는다. 백그라운드를 차감한 순수한 선원에 의해

서 발생한 선속 도도 지수함수형태를 그 로 유지한다. 집합체 J15에 한 

측정결과는 Fig.3.4.44에 제시하 다.

(2) 지수감쇠계수 결정

4 개의 집합체 C15, J14, G23  J44에 한 축방향 성자 선속 도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각 집합체에서의 검출기와 선원의 치에 따른 지수

감쇠계수를 결정하 다. 이 지수감쇠계수를 결정할 때 뽀아송(Poisson) 회귀

방법을 용하여 일반 회귀분석을 용할 때보다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 다. 

(가) 뽀아송 회귀분석

성자 계수치는 기본 으로 뽀아송 분포를 따른다. 이 을 고려해

서 일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던 기존 방법을 개선하여 뽀아송 회귀

방법을 도입하 다. 성자 계수치를 y i라고 하면 성자 계수치는 다음과 

같이 뽀아송 분포를 한다.

     f(y i)=
e
-λ iλ

y i
i

y i!                  (3.4.5)

식(3.4..5)의 뽀아송 분포에 한 기댓값과 분산은 각각 E(y i)=λ i와

Var(y i)=λ i이다. 독립변수 x i와 종속변수 y i는 다음과 같은 계를 만족해

야 한다.  

    E(y i)=λ i=e
β0+β1 x i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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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4.6)을 이용하고 독립이라는 가정으로부터 y 1,⋯,yn의 log likelihood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lnL= ln ∏
n

i=1 [
e
λ iλ
y i
i

y i! ]                       
= ∑

n

i=1
[-e

β0+β1 x i
+yi(β0+β1x i)-lny i!]     (3.4.7)

따라서 b0와 b1의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다음 두 식을 만족

하는 해가 된다. 

   ( ∂ lnL
∂β0 )

b 0,b 1

= ∑
n

i=1
(y i-e

b 0+b 1 x i)=0            (3.4.8)

   ( ∂ lnL
∂β1 )

b 0,b 1

= ∑
n

i=1
(y i-e

b 0+b 1 x i)x i=0                             (3.4.9)  

식(3.4.8)과 (3.4.9)에 반복 인 가  최소자승법을 용하면 β0와 β1의 MLE

인 b0와 b1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Wald의 근사 인 100(1- α)% 신뢰구간은 

다음 식으로 결정된다. 

b j-z α/2se(b j) ≤ β j ≤ b j+z α/2se(b j)                                (3.4.10)

식(3.4.10)에서 se(b j)는 (X' V̂X)
-1는 j번째 각원소(diagonal element)이

고 V와 X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X'=( )1 ⋯ 1

x 1 ⋯ xn , V̂= diag {e
b 0 +b 1 x i}            (3.4.11)

(나) 지수감쇠계수 결정

집합체 C15, J14, G23  J44에 한 성자 계수치에 해 지수감쇠

계수를 구하 다. 에서 제시한 뽀아송 회귀분석을 용하기 해서 먼  

통계 로그램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사용하여 X
2 test를 수행

하여 데이터의 합성을 확인하 다. 이어 식(3.4.5)-(3.4.9)의 뽀아송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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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식을 사용하여 각 집합체에 한 지수감쇠계수를 구하여, 그 결과를 

Table 3.4.17에 제시하 다. 한 95 % 신뢰도의 범 를 결정하기 해서 식

(3.4.10)과 (3.4.11)을 사용하 고, 각 지수감쇠계수에 한 95 % 신뢰도를 갖

는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하여 Table 3.4.17에 제시하 다.

*1 : Distance from the Bottom End of Fuel Assembly

*2 : Induced Counts (Total‐Background)

Table 3.4.15. Neutron Counts Derived from Cf-252 Neutron Source in        

C15 Assembly for Detector Scanning

Distance*1

[ cm ] 

Total Count Background
Induced Counts*2

[n/s]
n/5min n/s n/3min n/s

140 2704 9.013333 1694 9.411111 ‐0.39778

145 3119 10.39667 1709 9.494444 0.902222

150 3662 12.20667 1724 9.577778 2.628889

155 4761 15.87 1753 9.738889 6.131111

160 6601 22.00333 1782 9.9 12.10333

165 10152 33.84 1765 9.805556 24.03444

170 16352 54.50667 1748 9.711111 44.79556

175 21337 71.12333 1714 9.522222 61.60111

177.5 24161 80.53667 1695 9.416667 71.12

180 24364 81.21333 1679 9.327778 71.88556

182.5 20171 67.23667 1655 9.194444 58.04222

185 16903 56.34333 1619 8.994444 47.34889

190 10957 36.52333 1559 8.661111 27.8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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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5 % 오차범 인 하한값과 상한

값의 상 오차는 매우 게 나타났으며 이는 5 분 동안 측정한 성자 계수

치를 당 계수치로 환산함으로써, 그 오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Table 3.4.16. Neutron Counts Derived from Cf-252 Neutron Source C15     

Assembly for Source Scanning

Distance*1

[ cm ]

Total Count Background Induced 

Counts*2

(n/s)
n/5min n/s n/3min n/s

140 2633 8.776667 1694 9.411111 ‐0.63444

145 2799 9.33 1709 9.494444 ‐0.16444

150 3066 10.22 1724 9.577778 0.642222

155 3630 12.1 1753 9.738889 2.36111

160 4955 16.51667 1782 9.9 6.616667

165 7100 23.66667 1765 9.805556 13.86111

170 11215 37.38333 1748 9.711111 27.67222

175 17231 57.43667 1714 9.522222 47.91444

177.5 20783 69.27667 1695 9.416667 59.86

180 22375 74.58333 1679 9.327778 65.25556

182.5 22309 74.36333 1655 9.194444 65.16889

185 20430 68.1 1619 8.994444 59.10556

190 14589 48.63 1559 8.661111 39.96889



- 348 -

동일한 집합체에 해서 측정한 지수감쇠계수를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

우가 발생하 다. 이에 한 원인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하며, 동일한 집합체

에 한 측정된 여러 가지 지수감쇠계수치를 이용하여 해당 집합체의 표 

지수감쇠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Table 3.4.17. Exponential Decay Constant and Its 95 % Confidence Limit    

for Four  Assemblies

Assembly ID Detector Position

Exponential 

Decay 

Constant (γ)

95% Confidence Limits

Lower Upper
relative 

error(%)

C15

E05 0.1350 0.1334 0.1366 1.15

E10 0.1350 0.1334 0.1366 1.15

J05 0.1200 0.1184 0.1216 1.35

J10 0.1310 0.1296 0.1324 1.10

J14

E05 0.1320 0.1307 0.1333 0.96

E10 0.1190 0.1178 0.1202 1.02

J05 0.1230 0.1218 0.1242 0.99

J10 0.1250 0.1237 0.1263 1.02

G23

C12 0.1250 0.1240 0.1260 0.83

E05 0.1250 0.1238 0.1262 0.92

J10 0.1280 0.1266 0.1294 1.08

L03 0.1290 0.1277 0.1303 0.98

J44

F06 0.1190 0.1179 0.1201 0.92

F11 0.1200 0.1188 0.1212 0.96

K06 0.1220 0.1209 0.1231 0.90

K11 0.1230 0.1220 0.124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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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3. Neutron Counts Derived from Cf-252 Neutron        

Source for Detector and Source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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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4. Measurement of Net Neutron Counts for J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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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자유효증배계수 결정

가. C15 집합체의 성자유효증배계수 계산  

조사후시험시설의 장풀(9402)에 있는 고리 1 호기 C15 집합체의 핵종

별 핵종량과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연소도에 한 

민감도를 확인하고, 유효증배계수와 성자 발생량에 크게 향을 미치는 핵

종들을 분류한다. 

(1) 계산모델 

Fig. 3.4..45에 제시한 장풀(9402)의 장랙 평면도와 측면도를 기 으

로 고리 1 호기의 C15 집합체의 장 부분을 상세히 모사하여 MCNP의 계산

모델로 삼는다. 이 코드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로는 Table 3.4.13에 제시한 핵

연료 설계제원을 사용한다. 핵연료 집합체가 담겨져 있는 콘테이 와 장랙

을 실제 로 모사하며, 장랙 내부에는 공기 혹은 물이 채워진 것으로 가정

한다. 상하좌우에는 50 cm 물반사체를 가정하여  Fig. 3.4.46과 같이 모사한

다. 

(2) 핵종량 계산

앞에서 언 한 SAS2H를 이용하여 C15 집합체에 한 연소계산을 수

행하여 재 시 에서 사용후핵연료내에 존재하는 핵종별 핵종량을 결정한

다. SAS2H의 출력에서 핵임계도에 큰 향을 미치는 핵종을 골라내기 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핵종량, 흡수단면   핵분열단면 을 고

려하여 핵종별 기여도(effectiveness)가 큰 30 개 핵종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3.4.18에 제시한다. 30 개 핵종이 차지하는 기여도의 을 Table 

3.4.18의 마지막 에 제시한다. 이를 근거로 보면 30 개 핵종의 기여도가 총

기여도에 차지하는 비율이 99.7 %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종을 고려할 필

요는 없다고 단한다. 이때 흡수단면 과 핵분열단면 을 ORIGEN2의 

PWRUS.LIB로부터 얻고, 핵종량으로는 SAS2H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Table 3.4.18에서 볼 수 있듯이 상  10 개 핵종이 체 기여도의 97 %를 

차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 핵종의 정량분석이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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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EN2, PWRUS.LIB.

**Effectiveness= amount * (absorption XS+ fission XS*2.5). 

Table 3.4.18. Effectiveness of 30 Nuclides in C15 Spent Fuel Assembly       

from Kori Unit 1

NO Nuclide
Amount

(g/tHM)

1 G Cross Section*
Ratio of 

Effectiveness**

Sum of  

Effectiveness
Absorption Fission

1 PU‐239 5.15E+03 6.91E+01 1.21E+02 38.30 38.30

2 U‐238 9.45E+05 8.87E‐01 9.28E‐02 21.16 59.47

3 U‐235 8.12E+03 1.07E+01 4.75E+01 21.04 80.51

4 Pu‐240 2.14E+03 2.23E+02 5.79E‐01 9.61 90.12

5 Pu‐241 4.93E+02 4.20E+01 1.26E+02 3.52 93.64

6 Am‐241 7.43E+02 9.57E+01 1.12E+00 1.46 95.11

7 U‐236 3.96E+03 8.35E+00 1.91E‐01 0.70 95.81

8 Sm‐149 3.35E+00 6.66E+03 0.00E+00 0.45 96.25

9 Nd‐143 7.84E+02 2.71E+01 0.00E+00 0.43 96.68

10 Rh‐103 4.64E+02 3.83E+01 0.00E+00 0.36 97.04

11 Pu‐242 4.71E+02 3.32E+01 4.06E‐01 0.32 97.36

12 Np‐237 4.12E+02 3.33E+01 4.95E‐01 0.28 97.64

13 Xe‐131 4.21E+02 3.02E+01 ‐ 0.25 97.90

14 Gd‐155 4.85E+00 2.45E+03 ‐ 0.24 98.13

15 Cs‐133 1.12E+03 1.06E+01 ‐ 0.24 98.37

16 Sm‐152 1.28E+02 7.45E+01 ‐ 0.19 98.56

17 Sm‐151 1.18E+01 6.60E+02 ‐ 0.16 98.72

18 Tc‐99 7.71E+02 9.32E+00 ‐ 0.14 98.86

19 Sm‐147 2.63E+02 2.40E+01 ‐ 0.13 98.99

20 Eu‐153 1.12E+02 5.57E+01 ‐ 0.12 99.11

21 Nd‐145 6.62E+02 9.16E+00 ‐ 0.12 99.24

22 Pu‐238 1.27E+02 3.48E+01 ‐ 0.10 99.34

23 Sm‐150 2.80E+02 1.48E+01 ‐ 0.08 99.42

24 Ag‐109 8.42E+01 3.94E+01 ‐ 0.07 99.49

25 Mo‐95 7.46E+02 4.20E+00 ‐ 0.06 99.55

26 Ru‐101 7.48E+02 2.98E+00 ‐ 0.04 99.60

27 Pr‐141 1.09E+03 1.46E+00 ‐ 0.03 99.63

28 Pd‐105 3.68E+02 3.79E+00 ‐ 0.03 99.66

29 Eu‐151 1.82E+00 7.28E+02 ‐ 0.03 99.68

30 La‐139 1.18E+03 1.01E+00 ‐ 0.02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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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자유효증배계수 계산

발 소 공표값인 연소도 32 GWd/tU를 기 으로 C15 집합체에 한 

유효증배계수를 계산한다. 장랙 내부에 하여 실제 상태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랙 속에 공기가 들어 있는 경우와 물이 차 있는 두가지 

경우에 해서 계산을 수행했다. 그러나 일본 JAERI의 유사한 집합체에 

한 계산결과를 고려할 때, 물이 차 있는 경우로 결론내렸다.   장랙에 물

이 차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소도 32 GWd/tU에서 유효증배계수는 약 

0.55195±0.00232로 나타났다. 

나. 실험  유효증배계수 결정  계산값과 비교 

(1) 버클링-반응도 환인자 추정

버클링-반응도 환인자는 Fig. 3.4.3에 제시한 바와 같이 Suzaki 등은 

확산방정식을 사용하는 산코드인 CITATION 코드를 이용하여 버클링‐반

응도 환인자 K를 결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이에 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Suzaki의 결과[3.4.18]를 사용한다. P14 집합체는 Table 3.4.12

에 제시한 바와 같이 C15 집합체와 동일한 Westinghouse 형의 핵연료로서 

C15와 거의 동일한 제원을 갖고 있으며, 단지 농축도와 연소이력만 다르기 

때문에 버클링‐반응도 환인자값은 서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유효증배계수의 실험  추정  비교

Table 3.4.17에 제시한 지수감쇠계수를와  Suzaki가 결정한 P14 집합체

에 한 버클링‐반응도 환인자값을 사용하여 C15 집합체에 한 유효증

배계수를 측하 다. 즉, 버클링 반응도 환인자값 46.55과 Table 3.4.18을 

식(3.4.1)에 입하여 C15 집합체의 4 가지 경우에 한 유효증배계수를 결

정하 다. 이와 같이 실험 으로 결정한 유효증배계수와 MCNP 계산값을 

Fig. 3.4.47에서 비교하 다. Fig. 3.4.47에서 볼 수 있듯이 4 개 치에서 측

정된 각 유효증배계수값은 측정오차가 매우 게 나타났다. 그러나 3 번째 

측정값의 경우에는 계산값에 비해서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이는 지수감쇠

계수의 측정오차에 기인한 것이 분명함으로 지수감쇠계수 측정 방법에 한 

정 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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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5. Schematic Description of PIEF Storage Pool Rack with C15 Assembly from Kori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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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6. MCNP Calculation Model for C15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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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7. Comparison of measured  and calculated neutron multiplic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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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언

  지수실험장치를 구성하여 조사후시험시설에 설치하고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상으로 지수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 실험장치의 성능을 평가하

고 실험장치와 실험방법의 문제 을 악한 후, 이 집합체에 한 지수감쇠

계수와 성자 유효증배계수를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한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차 성능시험의 일환으로 고리 1, 2 호기 집합체를 상으로 축방향 백그

라운드 선속 도의 분포 측정값을 기 으로 핵연료 집합체의 지지격자 치

를 결정하여 핵연료 설계치와 비교한 결과, 지지격자 치가 2.3 %이내의 오

차로 정확히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수실험

장치가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성자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입

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2 차 성능시험인 유도핵분열 선속 도 분포의 

측정실험을 통하여 얻은 유효증배계수 실험값이 MCNP 코드의 계산값과 

체로 잘 일치하게 나타난 으로 볼 때 궁극 인 목 인 성자 유효증배계

수를 결정하는데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일부 측정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경우도 발생하 기 때문에 이에 한 정 한 원인 분석이 필요

하다고 단된다

  상했던 것과 달리 성자계수기보다는 MCA  분석장치를 더 유용하

게 활용하 다. 집합체별로 감마선 등의 노이즈에 의한 신호가 나타나는 

MCA 채 이 다르기 때문에 매 측정시마다 이들을 감시하고 제거하기 해

서는 MCA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선원 삽입 는 여러 

군데 보트/ 트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상과 달리 이 삽입 를 제어 안내

에 삽입하고 이동함에 따라서 볼트가 쉽게 풀리는 것을 발견하 으며, 이 

부분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수실험에 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주요한 특성인 연소도  기농축도, 냉각기간이 

성자 유효증배계수의 측정오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해 

조사후시험시설의 풀에 장 인 특성이 다른 여러가지 사용후핵연료 집합

체들을 상으로 지수실험을 수행하여 유효증배계수를 구하고, 이의 측정오

차를 결정하여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둘째, 동일한 집합체에서 검출기와 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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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는 제어 안내 의 치에 따른 지수감쇠계수의 불확도를 분석할 계

획이다. 셋째, 검출기와 성자의 측정지 , 즉, 집합체의 축방향 높이에 따

른 지수감쇠계수의 불확정도를 결정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넷째, CITATION 

코드를 사용하여 JAERI의 버클링‐반응도 환인자 결정방법을 재 한 후

에, 본 실험의 상 사용후핵연료집합체에 용하여 버클링‐반응도 환인

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한 버클링‐반응도 환인자를 실험 으로 결정하

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 5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안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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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안정화 방안 연구

1.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안정화 해 요인 분석

  속 환체의 건식 장 조건은 불활성 기체 분 기로서 안 성에 한 검

증을 해서는 가장 먼  장 분 기의 괴에 따라 속 환체가 산소에 

노출되어 부피팽창되는 산화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산화거동 등에 한 정확

한 자료의 축 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속 환체의 장 사고시 안정화

에 해를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속 환체의 안정화를 해 첨가할 열

/구조 으로 안정한 후보물질을 조사하기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가. 속 환체의 해요인 분석

  (1) 속우라늄의 물성 분석

   (가) 우라늄의 결정구조

      속 환체는 속우라늄과 핵분열생성물과의 혼합체로서 구성성분의 

부분이 속우라늄이므로 장 안 성에 한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모재인 속우라늄의 물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A. N. Holden 

에 따르면 속우라늄은 Al, Cr, Cu, Fe, Mn, Si, C, N 등의 원소들을 약 5

0～100 ppm 정도의 불순물로 함유하고 있으며, 용융 은 가열시 1,129.8 ℃, 

냉각시에는 1,129.6 ℃ 에 이른다[3.5.1]. 용융  이하에서는 분당 1～2 ℃ 씩 

가열과 냉각을 통한 온도조 을 통해 3가지 뚜렷한 다른 성질을 갖는 동소

체로서 α, β, γ 우라늄을 형성하는데 α 우라늄은 Orthorhombic(사방격자) 한 

결정구조로서 단  셀당 4개의 원자수를 가지며 공유결합이 강하고 자유

자의 부족으로 낮은 도성을 가짐으로 기계 인 성질은 경도  취성이 좋

은 특징이 있으나 격자간 가로, 세로, 높이의 거리가 달라 형 인 비등방

성을 띄며, β 우라늄은 Tetragonal(정방격자) 한 결정구조로서 단  셀당 30

개의 원자수를 가지며 격자간 가로, 세로의 거리는 같으나 높이의 거리가 다

르므로 α 우라늄보다 비등방성이 좋으며, γ 우라늄은 Body centered cubic

(체심입방격자) 한 결정구조를 가지며 단  셀당 2개의 원자수를 갖는 구조

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거리가 같아 매우 좋은 등방성을 갖음으로 일반 

속과도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갖는 특징이 있다.



- 360 -

  (나) 우라늄의 물리 /기계  성질

      우라늄은 악틴족(Actinide series) 14개 원소들  하나로서 은백색의 

표면은 산화되어 검은 다갈색 혹은 검정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투명성(Opaque), 성(Malleable) 과 기 도도가 좋은 특징이 있다. 한 

우리늄의 열 도도를 알기 해서는 열팽창  비열, 도(Density) 값을 알

아야 하는데 우라늄의 도는 격자 상수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

은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ρ= 

1
a o b o c o

 
Mn
No , 

              여기서 aoboco = unit cell dimension in cm

                     M = atomic weight of uranium 

                     n = number of atoms in a unit cell

                     No = Avogadro's constant 

  우라늄의 열팽창계수(Thermal expansion)는 선형 팽창계방법에 의한 α 우

라늄의 열팽창을 측정하며 Bridge 는 X-ray 측정방법으로 열팽창계수를 측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열팽창계수는 결정학  배열과 α, β 상일 때 격

자상수(lattice parameter)에 의존하며 비등방성 성질을 가진다.

  우라늄의 열 도도(Thermal conductivity)는 아주 요한 물성  하나로서 

열 도도 값이 낮을수록 열  스트 스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라늄의 

열 도도는 Cu 혹은 다른 속에 비해 상온에서 Fe 의 1/2, Cu 의 1/10 정

도이다. 

  우라늄의 기계  성질의 표 인 인자로서는 탄성력과 인장력을 들 수 

있는데 순수 속우라늄은 연성(ductile) 속으로 간주되며, 순도에 민감하고 

결정립의 크기, 결정립의 방향등에 향을 받는다. 탄성력  경도(hardness)

의 특성은 온도에 의존하며 온도가 증가하면서 탄성율, 단율 계수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도는 350℃～400℃ 부근에

서 매우 빠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장력은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성등에 의해 좌우되며 변화요인으로는 결정립의 크기, 결정립의 

방향, 불순물의 농도, 시험 차, 시험 온도등에 의한 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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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코드를 이용한 모의 핵분열생성물 선정

    속 환체의 성분은 속우라늄과 핵분열생성물과의 혼합체로 이루어

져 있으므로 우선 속 환체에 고용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의 종류를 알아 

보고 이들 핵분열생성물질이 모재인 속우라늄에 미치는 해 요인을 분석

하기 하여  ORIGEN-s code 를 이용 냉각기간 5년, 연소도 10～

50GWD/tU 일 경우의 모의 핵분열생성물을 선정하 으며, Table 3.5.1에 연

소도 30GWD/tU, 연료형태 14×14, 농축도 3.197%, 연소이력 3주기(347d, 

404d, 264d) 일 때 모의 핵분열생성물을 나타내었다.

     

Table 3.5.1. The Quantities of Simulated Fission Products

            by ORIGEN code

핵종 함유량 핵종 함유량

Xe

Nd

Zr

Mo

Cs

Ce

Ru

Ba

Pd

La

Pr

Sr

Sm

Tc

Rh

4.83E+03

3.71E+03

3.13E+03

3.04E+03

2.43E+03

2.22E+03

1.95E+03

1.46E+03

1.14E+03

1.11E+03

1.03E+03

7.75E+02

7.56E+02

7.32E+02

4.46E+02

Y

Te

Kr

Rb

I

Eu

Gd

Ag

Cd

Se

Pm

Sn

Br

Sb

Nb

4.35E+02

4.18E+02

3.35E+02

3.20E+02

2.00E+02

1.17E+02

8.23E+01

7.60E+01

7.12E+01

5.03E+01

4.70E+01

4.47E+01

1.86E+01

9.26E+00

1.77E-03

    

  코드분석 결과 나타난 원소들  핵분열생성물로 존재하는 함유량이 많은 

30종의 원소들을 우선 선정하 고, 이들 원소 에서 Nd, Zr, Mo, Ce, Ru, 

Ba, Pd, La, Rh 등과 같이 친 원소들은 속 환체내에 속으로 존해

하면서 비교  함량이 많은 원소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소들의 특징을 분

석한 결과 Nd, Ba 등의 원소들은 오히려 속우라늄의 산화를 진시키며, 

Pd 는 속우라늄에 직 인 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한 Zr 은 

핵분열생성물 원소들  산화 항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W, 

Cr, Mo 등의 원소들도 산화 항성은 좋은 편이나 고용온도가 높아서 속

환체의 안정화를 한 첨가물질로는 하지 않으며, Nb, Ni, Ti 등의 원

소들이 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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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상 합 의 상태도를 통한 용해도 특성 분석

   상태도는 액체상, 고체상등 각각의 상(phase)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모습

을 나타낸 것으로 속이나 합 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하다. 2원계 

상태도의 종류[3.5.2]로는 서로 다른 2개의 성분이 완 히 고용되어지는 율

고용형과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할 때 α 고용체와 β 고용체가 동시에 생성되

는 상을 공정반응(eutectic reaction) 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액체에서 α 고

용체와 β 고용체로 변화하는 공정형, 고체상과 액체상이 반응하여 제 3 의 

새로운 고체상을 만드는 반응으로 포정형이 있으며, 서로 다른 두성분이 액

체  고체의 어느 상태에서도 부분 으로만 용해되므로 고체  액체상태

에서도 2개의 상이 존재하는 편정반응(monotectic reaction) 을 일으키며 이

러한 형태를 편정형이라 한다. 

  속 환체의 상태도에 의한 용해도 특성분석을 해 Mo, Mn, Fe, Cu, 

Nb, Au, Zr, Ti 등 약 70 여종의 원소 각 각에 한 용해온도  고용성, 열

도성등을 알아 보았으며, 우라늄과의 이상합  상태도들  지르코늄과 티

타늄의 용해온도는 각각 1865℃, 1672℃ 이상의 고온으로 속우라늄의 용해

온도 보다 높으므로 이들 두 합 은 일반 유도가열로에서의 용해가 어려운 

단 이 있고, 한 속 환체의 잉곳 제조시 우라늄합 에 한 지르코늄의 

고용량을 높여야 하는데 비해 티타늄의 고용량은 소량으로서도 산화 항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 속우라늄의 산화 거동 분석

  (1) 속우라늄 산화 연구의 배경

     사용후핵연료의 장방법으로 습식 장과 건식 장의 두가지 방법이 이

용되고 있으며 건식 장의 경우는 불활성분 기에서 장하는 방법과 공기

에 장하는 방법이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장 리할 시에 측할 수 있

는 여러 사고들  가장 큰 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는 장 cask의 손

에 따른 공기나 습기의 유입으로 사용후핵연료가 산화되는 경우인데, 이는 많

이 알려진 바와 같이 cask내로 유입된 산소에 의해 우라늄이 산화될 경우에

는 부피팽창으로 인한  cask의 변형, 방사능 노출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

다. 특히 공기  장시에는 핵연료의 붕괴열로 인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

지되며 이와같은 고온의 분 기는 공기와의 반응을 진시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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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와 핵연료와 산화물과의 도차이에 의한 부피팽창으로 핵연료가 손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2) 일반 인 속우라늄의 산화

     속우라늄의 산화거동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주로 온도, 습도, 산소

의 분압, 시편의 부피와 무게의 비, 성자에 의한 조사정도, 시편의 연마방

법, 불순물 등이 있으며 이  온도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습

도와 산소의 분압은 범 에 따라 작용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

으로 산화속도는 시간과 산화에 따른 무게증가의 계로 설명되며 온도 범

에 따라 선형, 2차, 3차  지수함수의 계를 나타내고 때로는 이들 계

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마. 속우라늄합 의 산화 거동 분석

  (1) 2원계 우라늄 합 에 한 분석

     H. A. Saller, etc.는 다양한 종류의 2원계 우라늄합 을 제조한 후 

H2O, 100 
oC 환경하에서의 우라늄합 의 산화거동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분류로 나 었다[3.5.3].

   - 산화 항성이 우수한 합  : 672 시간의 반응시간 이후에도 무게변화가 

거의 없고 견고하고 얇은 산화막을 형성하는 합 으로서 5 a/o의 niobium, 

titanium 과 12 a/o의 hafnium, nickel, zirconium 등이다.

   - 일시 으로 산화 항성이 우수한 합  : 672시간 까지는 항성이 있으

나 그 이후에는 크랙이나 산화막이 떨어져 나가는 합 으로서 aluminum, 

cobalt, germanium, iron, manganese, palladium, platinum, silicon, tantalum, 

thallium, vanadium등이 포함된 합 이다.

   - 산화 항성이 없는 합  : 24시간 이내에 산화막이 떨어져 나가며 무게 

감소가 심한 합 으로서 antimony, barium, beryllium, bismuth, boron, 

cadmium, carbon, cerium, chromium, copper, gadolinium, gold, lanthanium, 

lead, lithium, nitrogen, oxygen, selenium, siliver, strontium, thorium, tin, 

tungsten, yttrium, zinc등이 포함된 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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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화 항성이 우수한 우라늄 합 들

     W. C. Erickson, etc.는 우라늄 속에 Nb, Mo, Ti, Cr 원소를 첨가한 2

원계 합 의 산화거동에 하여 연구하 다[3.5.4]. 수 기 분 기 하에서 

260, 120 oC 환경하에서 산화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 결과는 Table 3.5.2

와 같다. 우라늄 합 의 산화율은 첨가된 합 원소의 종류와 첨가량 그리고 

재료의 균질화에 따라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120 oC 에서의 순수 우

라늄 속의 산화율이 2.15 mg/cm2/day 인데 반하여 실험한 부분의 합

들이 0.5 mg/cm2/day 이하인 것을 볼 수 있다. Ti, Nb, Mo, Cr, Ni 등이 포

함된 우라늄 합 은 순수 우라늄 속보다는 산화 항성이 우수하며, 약 10 

배 정도 산화율이 감소하 다. Ti 과 Nb 첨가시 산화 항성이 좋아지며, 특

히 Nb을 5.1 % 첨가시에는 산화율이 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5.2. Oxidation Rate of U Alloy(Vapor, 120, 260 oC)

Oxidation of Uranium Alloys at 260 oC

Alloy
Oxidation Rate (mg/cm

2
/day)

As-Cast Homogenized As-Rolled

U-5.1Nb - - 0.217

U-4.0Nb - - 0.651

Oxidation of Uranium Alloys at 120 
o
C

U 2.15 0.62 -

U-1.5Mo 0.60 - -

U-2.2Cr 1.16 - -

U-2.0Ni 0.39 - -

U-0.7Ti 0.31 - -

U-0.8Ti 0.40 - -

U-1.6Ti 0.25 0.17 0.37

U-2.2Nb 0.51 - -

U-3.4Nb 0.34 - -

U-4.0Nb 0.25 0.07 nil

U-5.1Nb 0.01-0.11 - 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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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소의 향

     우라늄 속이 수증기 분 기 하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산화 반응

의 부산물로서 수소가 생성되게 된다. 이 때 발생된 수소는 속기지내에 

UH3 수소화물 형태로 존재하거나 H2 가스 형태로 외부로 방출되게 된다. 수

소의 발생량  수소화물은 장기 인 속 우라늄의 장시 속 우라늄의 

건 성에 유해한 향을 끼치므로 산화 반응에 따른 수소의 생성량을 측

하는 것이 요하다.

  S. Orman은 Nb가 첨가된 속 우라늄과 0.75 Ti이 첨가된 우라늄 합 의 

산화 반응에 따른 속내 흡수된 수소와 방출된 수소의 비에 하여 발표하

다[3.5.5]. Nb가 첨가된 우라늄 합 의 반응시 산소의 존재 여부와 계없

이 항상 흡수된 수소의 양이 외부로 방출된 수소의 양보다 많은 결과를 얻

었으며(Fig. 3.5.1), Nb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성된 거의 부분 수소

가 속 기지내로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3.5.2～3.5.4). U-6Nb 합

의 경우(Fig. 3.5.2) 180일 동안의 반응시간동안 방출되는 수소의 양이 1 x 

10-2 moles/m2 이하로 생성되었다. 특히 U-8.5Nb의 경우 부분의 생성되는 

수소가 속 기지내로 흡수 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3.5.1 U-4.5wt%Nb (H2O, 125 
oC).



- 366 -

Fig. 3.5.2. U-6wt%Nb (H2O, 125 
oC).

   

Fig. 3.5.3. U-6wt%Nb (H2O+O2, 125 
oC).



- 367 -

Fig. 3.5.4. U-8.5wt%Nb (H2O+Air, 125 
o
C).

  U-0.75Ti 와 U-2.3Nb 의 경우는 H2O 환경에서의 반응시 앞의 U-Nb의 

경우와는 다르게 생성된 수소 부분이 속내에 흡수되지 않고 부분 방

출되며 이를 도식화 한 것이 Fig. 3.5.5이다. 

        

Fig. 3.5.5. U-0.75wt%Ti, U-2.3wt%Nb (H2O, 6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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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의 발생량  속내로 흡수된 수소

의 침투량등은 속 환체의 장기간 장시 안정성에 요한 인자가 되므

로, 이에 한 정확한 재평가가 필요로 하겠다.

  발생한 수소 가스  산화막이나 속기지에 생성되는 UH3 수소화물은 

속의 산화율에 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기계  건 성에도 상당히 나쁜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산화 부산물로 생성된 수소의 부분이 실제로 속 

기지내로 흡수된다면 우라늄 합 의 장 안 성 평가시 외부로 방출되는 

수소의 양을 가지고 실제 산화량을 측할 때에는 신 한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특히 Nb 첨가량이 많은 합 일수록 산화 부산물로 방출된 수

소뿐만 아니라 속 기지내로 흡수되어 수소화물을 형성하므로 이 수소화물

에 의한 표면에 크랙  손이 생길 수가 있다. 일단 표면에 크랙  손

이 생긴다면 그 이후의 산화는 매우 가속화 되기 때문에 속 환체의 장

기 인 장시 험요인이 될 수 있다.

  (4) 속우라늄 산화 기구

     우라늄 속의 산화기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 지지 않은 3가지 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속 표면에의 반응 기체 는 수증기의 흡착 반응, 

기체 는 수증기의 속으로의 해리 반응, 그리고 산화막을 통한 산화 이온

들의 속 기지내로의 확산 반응 등이다.

  우라늄 산화막의 결함 구조는 음이온 Frenkel 결함이다(산소 interstitials 

과 vacancies).  Hyperstoichiometric 산화막(UO2+x)의 경우 p-type 반도체이

며, 산소 interstitial 이동 반응에 의하여 Fig. 3.5.6과 같은 산화가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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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6. Diagram of the oxidation of uranium by an 
    oxygen interstitial transport process.

  산소이온의 주요한 이동 모드는 산화막을 'Interstitialcy 기구'를 통한 확

산으로 생각할 수 있다(Fig. 3.5.7)[3.5.6]. Interstitial 산소이온이 격자내의 음

이온을 interstitial 자리로 이동시키면서 자신이 격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결과 으로 격자내의 음이온이 interstitial 자리 A로 이동하며, interstitial 자

리에 있던 음이온 B는 음이온 공극자리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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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Interstitialcy mechanism of           
              oxygen diffusion in UO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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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2에서 산화가 더 진행되어 지면 산소이온이 격자로 확산됨에 따라 

fluorite 구조는 차 으로 변하여 stoichiometric  결함들이 복합 결함을 

형성하게 된다.  Willis는 UO2+x에서 x의 값이 작을 경우 2:2:2 cluster 들이 

랜덤하게 형성된다고 발표하 다[3.5.7]. 산화가 진행되어 UO2.25 일때의 U4O9

의 구조는 Fig. 3.5.8과 같다.

Fig. 3.5.8. Structure of U4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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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속의 산화 속도는 일반 인 속 산화 속도 법칙을 따른다. Fig. 

3.5.9에서 산화막 바깥쪽 면과 속 면과의 산소/수증기 농도 차이에 의하

여 산화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산화 이온의 이동이 생기게 된다. 산화막이 

얇을 경우의 산화속도는 이온들의 확산 속도에 좌우되게 되어 2차 곡선 법

칙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미세 균열등에 의하여 산화막이 비 보호막 역할

을 하게 되면 산화속도는 이온들의 확산 속도보다는 직 인 속 표면과

의 에 의한 직선 산화 법칙을 따르게 된다.

  Fig. 3.5.10은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상을 도식 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속에 흡착된 산소는 기에는 보호 인 산화막을 형성하 다가 

차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cavities, porosity, 미세결함등이 산화막에 

생성되게 된다. 그리하여 산소이온과 속과의 직   경로를 제공한다.

  
Fig. 3.5.9.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diffusion   

   of oxygen through an oxide of thickness  

   L to a meta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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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Oxygen concentration on the surface

Cm: Oxygen concentration in the metal-oxide interface

J0: Oxygen flux into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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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0. Film and scale formation      

    during high - temperature     

    metal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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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막 자체의 결함에 의하여 산화가 가속화 되는  다른 기구는 산화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에 의한 기구이다. 수소에 의한 산화 가속화 

반응은 Argonne 과 Westinghouse Atomic Power Division에서 처음 제안되

었다. 반응 생성물로 생성되는 수소가 우라늄 속 내에 침투하게 되며, 이 

수소는 수소 가스형태나 수소화물 형태로 속 기지내에 축 되게 된다. 그

리하여 국부 인 stress을 형성하여 미세 균열을 생성하게 된다. 이 게 생

성된 미세 균열뿐만 아니라 산화물과 속 경계면에 생성된 수소화물로 인

하여 경계면의 결합이 약해지는 것 등에 의하여 산화가 가속화 된다.

  (5) 합 원소 첨가로 인한 산화 항성 향상 기구

   (가) 속내 산소 공공 감소

      Colmenares에 의하면 UO2-x ,UO2 ,U4O9의 경우 산화반응을 지배하는 

기구는 산소 공공의 이동이며 UO2+x 의 경우에는 interstitial 이동이 주를 이

룬다고 하 다[3.5.8]. 우라늄 속의 산화 기에 산화막이 산소와 하는 

면의 화학당량은 UO2+x이며 산화막 안쪽으로 갈수록 x의 값이 차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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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막과 속의 경계면에서는 UO2-x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하여 시간이 

차 지날수록 산화물이 모두 UO2+x 상으로 될 때까지 차 속 경계면쪽

으로 성장하게 된다[3.5.9].

  따라서 산소와 속우라늄의 산화 반응의 경우 산화물이 속에 가까울수

록 UO2-x 의 형태를 띠게 되므로 산화 반응은 O
2- 이온의 산소 공공을 통한 

확산 반응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산화 반응의 속도는 산화막의 두께가 

'breakaway'되기 까지는 산화물 안쪽과 바깥쪽 이온의 농도 구배에 지배 

받으므로, 산화 항성을 향상 시키기 해서는 산소 공공의 농도를 이는 

합  원소를 첨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속 우라늄의 경우 산화물과 속 경

계면에서의 화학당량은 UO2-x 이므로, 최외각 자가 +4가인 MO2 형태의 산

화물을 형성하는 합 원소 M을 첨가하여야 한다. 한 첨가되는 합 원소는 

Hume - Rothery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Ti 

 Zr 등을 안정화 후보 물질로 정하 다. Fig. 3.5.11은 속우라늄의 화학

당량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를 나타낸다.

     

             Fig. 3.5.11. Defect structure of uranium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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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화막 미세 구조 변화

       U - 21 at. % Nb 합 의 경우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 μm 크기의 

좁은 stringers가 생성된다(Fig. 3.5.12). 이 stringers는 부분 Nb 원소로 이

루어져 있다. stringers는 산화막을 속 기지와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산화막과 stringers 사이의 착력에 의해 산화막이 수직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합  원소를 첨가하여 산화

막의 미세 구조를 변화시켜 속 우라늄의 산화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Fig. 3.5.12. Cross section of U - 21 at. % Nb alloy oxidized for 

             90 min at 1100 oC in oxygen 6.7 Pa.

   (다) 반응물로 생성된 수소의 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화 반응의 부산물인 수소와 속우라늄

과의 반응은 안정화를 해하는 기구 의 하나이다. 따라서 산화 안정화 물

질은 합 원소로 첨가시 수소의 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 Draley [3.5.10]는 속우라늄에 소량의 Zr의 첨가시 수소에 의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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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할 수 있다고 발표하 는데, 상되는 억제 기구는 다음과 같다. 첫 째, 

Zr의 첨가에 의해 우라늄 산화막의 격자 구조가 더욱 안정 인 산화막 구조

를 가지게 되어 수소의 이동이 방해받는 기구이다. 이 기구를 뒷받침 해주는 

증거로서 Zr을 첨가한 합 의 산화막의 격자 상수가 순수 우라늄 산화막의 

격자 상수보다 작다. 제안된 두 번째 기구는 속 표면에 존재하는 Zr이 

속 표면으로 침투하는 수소의 getter 역할을 한다는 기구이다. 그리하여 표면

내로 침투하는 수소는 Zr에 getting되고 Zr의 수소에 한 용해도 한계에 도

달하기 까지는 속내에 수소화물이나 수소가스에 의한 향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기구이다.

   (라) 보호 인 산화막 두께의 변화

       속우라늄 산화시 산화막이 산소 이온의 확산에 보호 인 역할을 

한다면 직선 법칙을 따르는 가속 산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합

원소 첨가에 의해 보호 인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킨다면 속 우라늄의 

산화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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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 환체의 장 안정화 방안 연구

 가. 아크용해로 설치  시운

  모의 속 환체로 사용할 DU 합  잉곳 제작을 해서는 10-3 torr 이하의 

고진공이 가능한 용해로가 필요한데 재 과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덕션용해로

는 로터리 펌 를 사용한 10-2 torr 정도의 진공도만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DU 잉곳제작이 어려워 아크용해로를 사용하기로 하 다. 

  아크 용해로는 3000 ℃ 이상의 고온으로 재료를 용해하므로 진공로의 냉각을 

한 냉각용수 공 이 매우 요한데 조사후 시험시설 부속건물인 부품창고 내

에는 용수시설이 제 로 되어 있지 않아 자체 냉각기능을 갖춘 순환냉각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용해로의 구조를 변경하 고, 특히 배기 계통에는 방사성 

시료의 용해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필터링을 해 별도로 필터링 시스템

을 추가하는 등 다음과 같은 방사성 시료 사용에 따른 비 작업을 수행하 다.

     - 아크 용해로 이 설치 계획  방사성 시료 문 용해로 부품 구매 비

     - 화학분석특성동의 아크 용해로 분해  방사성 실험실로 이  설치 작업

     - 아크 용해로 운 용 3상 원을 증설하기 한 조사후시험시설 내의 화

학분석시험실로부터의 지하매설 작업  원 넬 설치 작업 

     - 용해로 냉각을 한 온 냉각장치 제작 설치  

     - 진공 Chamber의 고진공 유지를 하여 Chamber 내부를 완 분해하여 

보수하 고 음  세척후 재설치 완료

     - 배기 계통에 HEPA Filter 장치를 장착하여 외부로 방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필요시 손쉽게 filter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진공 Chamber의 고진공 감압 test

     - Copper hearth에 한 leak test

     - Compressor  ODP, Rotary pump에 한 감압 test

     - 아크 진공용해로의 냉각장치 배  leak test

     - Ar gas 공 장치 설치  leak test

     - Pneumatic valve  Copper 극의 아크방  test

 나. DU 사용 인허가  방사선안 리 

  (1) 설계정보서(DIQ) 작성

     아크용해로를 이  설치한 조사후시험시설의 부품창고 실험실에 한 DU 

사용 인허가를 하여 연구소의 핵물질보장조치실을 통해 IAEA의 핵물질 사용

허가를 득하기 하여 DU 사용목 , 사용장소, 사용량 등에 한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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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기록한 설계정보서(DIQ)를 작성하여 핵물질보장조치실에 제출하 고, 

여러 차례의 의  수정을 거쳐 IAEA에 정식 제출되었다.

  DU metal 사용인허가를 득한 후 핵연료재료연구 에서 MBA를 작성하

고, 약 300 g(299.8 g)을 이송하여 실험실에 보 하 다. DU metal 이송  

핵연료 재료연구동에서 사  DU 가공작업을 2개월 정도 실시하여 약 7 g～

10 g 정도 크기로 단한 DU metal 32개를 아크 용해로 실험실로 이  완

료하 다.

  인가된 아크용해로 실험실의  최고 재고량은 5 kg이며, 년간  사

용량은 국내 원자력법 허가면제 사용 허용량인 300 g 미만으로 결정하 다.

  (2) 방사선안 리

      DU metal 사용이 허가된 실험실(R&D KMP H)은 국내법상으로는 방

사성물질  허가구역은 아니지만 방사선안 리 측면에서는 다른 방사선구

역과 동일하게 취 되어야 하므로 일반 장소와 차별화 하기 해 칸막이  

경계표시 을 설치하 다.

  실험실문 안쪽 바닥에는 경계목을 깔아 방사선구역을 표시, 방사선작업화

를 비치하 으며, 방사선안 리구역표지  survey를 한 표시를 부착하

여 정기 으로 방사선량율을 검하고 있다.

 다. 속우라늄합  제조

  (1) 잉곳 제조

      DU 합 의 잉곳을 제작키 해 년도에 안정화후보물질로 선정한 

Ti, Ni, Zr, Nb, Hf 등의 재료들과 DU metal과의 합 을 용융하여 시편을 

제작하기로 하 으나, 속우라늄의 산화특성과 높은 용융 을 가진 첨가원

소들 때문에 고진공 Arc Melting Furnace의 Chamber내에 시료를 넣은 후 

10-4 Torr 이하까지 충분한 진공을 유지한 상태로 수행하 고, Chamber 내

부는 시료 제작도  고열에 의한 시료의 산화방지를 하여 아르곤 개스 분

기에서 작업을 수행하 다. 잉곳 제작시 잉곳의 균일한 용융을 해 수냉

인 구리 hearth에 놓인 잉곳을 아래, 윗부분을 뒤집은 상태에서 세차례 용

융을 반복하여 제작하 다. 잉곳은 DU metal, U-0.75Ti, U-5.1Nb, U-2Ni, 

U-2Hf, U-2Zr 등의 합 으로 제조하 고, 합 의 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U-2Ti, U-2Nb, U-5Ti, U-5Zr, U-5Ni, U-5Hf 등의 잉곳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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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장치

     본 실험에서는 산화 시 무게변화를 정 히 측정하기 하여 미국의 TA 

instruments사가 제작한 Thermo Gravimetric Analyzer 2050을 사용하 다. 산

화실험은 분 기에 의한 변수를 최 로 이기 하여 고순도 산소분 기에서 

수행하 고, 분 기 조 은 정 한 Gas Flow Meter를 사용하여 분당 100 ml

의 유량을 산화 기로 내에 공 하여 실험하 다. TA 2050 TGA는 소 트웨

어 으로 모든 장치의 제어가 가능하다. 실험은 순서 인 실험 로그램에 의

하여 수행하 고, 따라서 자료의 분산이 은 매우 안정 인 산화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3) 시편 제작

     시편은 다이아몬드 단기를 사용하여 정육면체 모양으로 습식 단하

다. 무게는 시편 당 약 350～450 mg 후로 하 으며, 단된 시편은 아세톤에 

약 4분 가량 넣어 단 작업 시 오염된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 다. 이 시편을 

다시 증류수로 깨끗이 세척한 후 공기 에서 자연 건조시켰다. 시편의 크기 

 무게는 실험에 사용한 산화장치의 시편용기 용량  우라늄 속의 산화 시 

일어나는 시료의 부피팽창을 고려하여 결정하 고, 실험에 사용한 시편들은 같

은 잉곳의 같은 치에서 취출된 것이므로, 미세조직  여러 가지 물성은 모

두 같은 것으로 가정하 다. 우라늄 속의 산화 시 분말화에 의한 부피증가 

상으로 시편용기의 체 이상으로 부피증가가 일어나 일부 산화물이 용기 밖

으로 유실되면 시편의 정확한 무게증가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는 내부용 이 비교  큰 알루미나 pan을 사용하 다.

  속 우라늄 산화에서는 다른 속의 산화거동 연구에서 흔히 쓰는 단  면

 당 산화량(mg/dm
2)의 무게이득 단 를 쓰기가 어렵다. 산화과정에서의 부

피팽창과 분말화 상 때문에 시편의 기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반응이 끝

날 단계에서는 완 히 분말화 되어 반응면 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반응면 을 기 으로 한 무게증가 값을 쓰지 않고 기무게에 한 상  

무게증가 단 (weight percent, wt%)를 택하 다.

  (4) Inventory 리

     시료의 미세구조 분석을 해서는 산화시험 후의 시료에 한 마

운 등 시료에 한 변형이 불가피한데 IAEA의 사찰측면에서는 DU 

metal의 Inventory가 매우 요하므로 반드시 DU metal 사용을 허가받은 

R&D KMP H로 지정된 장소에 분석 후의 시료를 보 하여야 한다. 따

라서 DU 합 의 Inventory 리를 해 용해로 실험실내에 용 보 함

을 설치하여 시료를 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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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합  제조 과 후의 무게를 측정하기 한 자 울을 설치하여 측정하

고 있으며, 산화시험 시편 제조를 하여 습식 다이아몬드 단기를 사용하여 

단한 후의 무게를 측정/기록하고 있다. 

  한 단기의 바닥에는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하여 SUS tray를 설치하

고, 다이아몬드 단기 내부에 있는 슬러지는 DU 합 에 한 일단의 실험이 

완료된 후에 완  건조 후 수거하여 보 키로 하 다.

 라. 속우라늄(2wt% 첨가)합 의 산화거동 분석

  (1) 속우라늄(2wt% 첨가)합 의 온도별 산화거동

     제조된 시편에 한 산화거동시험은 200, 250  300 ℃ 까지 3단계의 온

도구간에서 수행하 다. Fig. 3.5.13은 200 ℃에서의 산화시험을 수행한 결과이

다. 이 그림은 순수 속우라늄과 Nb, Ti, Ni, Zr, Hf 등의 재료를 섞은 합 의 

산화무게 증가 거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시간 시험 후 속우라늄의 무게증가

율은 6.21 μg, U-Hf 합 의 경우에는 6.68 μg, U-Zr 합 의 경우에는 2.72 μg, 

U-Ni 합 의 경우에는 3.21 μg, U-Ti 합 의 경우에는 2.87 μg, U-Nb 합 의 

경우에는 0.789 μg 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순수 속우라늄의 

경우보다 Hf을 첨가한 합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화 항성이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Ni, Zr, Ti을 첨가한 합 의 경우 무게증가 경향이 유사하 고, 특

히 U-Nb합 의 경우에는 거의 무게증가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매우 안정 인 

산화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장 사고시 기 단계의 산화거동에 한 안정성 

확보가 매우 요하므로 시험시간을 48시간으로 짧게 잡아 충분한 무게증가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산화 안정화물질을 첨가한 각 합 시료의 200 ℃에서의 

산화특성은 비교  안정 임을 알 수 있다.

      

Fig. 3.5.13.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2wt% Alloy at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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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4는 250 ℃ 에서의 모의 속 환체 합 의 산화거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시간 시험 후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은 24.17 μg, U-Hf 합

의 경우에는 27.39 μg, U-Zr 합 의 경우에는 19.44 μg, U-Ni 합 의 경우

에는 29.45 μg, U-Ti 합 의 경우에는 26.1 μg, U-Nb 합 의 경우에는 

4.95 μg 으로 나타났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순수 속우라늄보다 Ni, Ti을 

첨가한 합 의 산화 항성은 오히려 감소하 는데, 이러한 원인은 속우

라늄에 첨가한 재료의 양이 은(2wt% 이하) 희박합 (dilute alloy)의 경

우에는 시험온도가 상승되면서 모재인 속우라늄의 재료특성을 보완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되며, U-Zr 합 의 경우에는  단계에서의 산화거동시

험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속우라늄에 비해 온도상승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산화경향을 유지하 으며, U-2wt%Nb 합 의 경우에는 200 ℃ 에서

의 산화경향보다 약간 상승하 으나 다른 합 에 비해 안정 인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Fig. 3.5.14.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2wt% Alloy at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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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5는 300 ℃ 에서의 산화거동으로 20시간 시험 후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은 100.93 μg, U-Hf 합 의 경우에는 103.81 μg, U-Zr 합 의 경

우에는 94.23 μg, U-Ni 합 의 경우에는 129.81 μg, U-Ti 합 의 경우에는 

119.2 μg, U-Nb 합 의 경우에는 34.39 μg 으로 나타났다. 300 ℃에서는 250 

℃ 시험에서 보다 2wt%Ni 합 의 산화 경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2wt%Hf 합 의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산화경향은 Ni, Ti합 보다 산

화 항성이 오히려 향상되었다. U-Hf 합 의 이러한 결과는 시편의 제작이

력의 차이에 의한 산화경향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한 확인은 앞으

로의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2wt%Zr 합 의 경우에

는 250 ℃ 보다 산화경향이 증가되었고 U-2wt%Nb 합 의 경우에도 온도가 

상승할수록 산화 항성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5.15.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2wt% Alloy a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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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험결과에 한 산화이득곡선에 해 기 산화율은 모두 선형(linear)

인 것으로 가정하여 역온도에 한 지수함수의 산화실험식인 Arrhenius plot 

형태를 순수 속우라늄과 U-Nb합 에 하여 구하면 Fig. 3.5.16과 Fig 

3.5.17과 같이 나타나며, 이 plot으로부터 각각의 시편에 한 산화율  활성

화에 지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Fig. 3.5.16. Arrhenius plot of DU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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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7. Arrhenius plot of U-2wt%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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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metal     : 산화율(k)=7.0 × 103 exp (-16,100/RT)       [wt%/h]

                       활성화에 지(A.E) = 16.10 [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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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2wt%Hf    : 산화율(k)=6.3 × 103 exp (-15,890/RT)       [wt%/h]

                       활성화에 지(A.E) = 15.89 [kcal/mol]

       U-2wt%Ni    : 산화율(k)=6.8 × 104 exp (-18,560/RT)       [wt%/h]

                       활성화에 지(A.E) = 18.56 [kcal/mol]

       U-2wt%Zr    : 산화율(k)=5.9 × 10
3
 exp

(-16,360/RT)
       [wt%/h]

                       활성화에 지(A.E) = 16.36 [kcal/mol]

       U-2wt%Ti    : 산화율(k)=4.9 × 104 exp (-18,420/RT)       [wt%/h]

                       활성화에 지(A.E) = 18.42 [kcal/mol]

       U-2wt%Nb    : 산화율(k)=1.4 × 104 exp (-18,680/RT)       [wt%/h]

                       활성화에 지(A.E) = 18.68 [kcal/mol]

  (2) 속우라늄(2wt% 첨가)합 의 산화율 비교

     각 시편의 산화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200 ℃의 경우 순수 속우라늄보

다 Hf을 2wt% 첨가한 합 의 경우에는 산화율이 오히려 113 %나 증가하여 

빠른 산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50 ℃ 온도에서는 110 %로 증가하 고, 

300 ℃ 온도에서는 108 %로 오히려 200 ℃보다 산화율이 감소하 다. 한 

200 ℃의 경우 Ni을 첨가한 합 의 경우에는 71 %로 산화율이 감소하 으

며, Zr을 첨가한 합 의 경우에는 64 %로 감소하 고, Ti을 첨가한 합 의 

경우에는 59 %로 감소하 으며, Nb를 첨가한 합 의 경우에는 13 %로 감소

하 다. 250 ℃ 온도에서는 Ni, Zr, Ti, Nb 각각 91 %, 66 %, 75 %, 17 %로 

감소하 으며, 300 ℃ 온도에서는 각각 112 %, 67 %, 91 %, 21 %로 나타났

다. 다음 Fig. 3.5.18에 구해진 산화속도식을 이용하여 200 ℃～300 ℃ 까지

의 온도 역을 5 ℃ 간격으로 구한 산화율 증가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5.18. Oxidation Rate of U and U-2wt%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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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산화율  활성화에 지는 각각의 실험분 기  시

편의 제작 이력 등 여러 가지 시험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되며 자

세한 기구에 한 해석을 해서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모의 속 환체 합

에 한 산화거동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속우라늄(5wt% 첨가)합 의 산화거동 분석

  (1) 속우라늄(5wt% 첨가)합 의 온도별 산화거동

     산화거동 시험은 200, 250  300 oC 까지 3단계의 온도구간에서 수행

하 다. Fig. 3.5.19는 200 ℃ 에서의 순수 속우라늄과 Nb, Ti, Ni, Zr, Hf 

등의 재료를 섞은 합 의 시간에 따른 산화무게 증가 거동을 보여주고 있는

데,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순수 속우라늄의 경우보다 산화 항성 재료들

을 첨가한 합 의 경우 모두 산화 항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시험

기에는 U-Zr합 이 U-Ni합 과 산화율이 거의 동일하 으나 시간이 지나면

서 U-Zr합 의 산화율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U-Zr합 이 

U-Ni합 보다 고온에서의 산화 항성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각 합 의 20시간 시험 후 무게증가량은 순수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은 

6.21 μg,
 U-Hf 합 의 경우에는 3.34 μg, U-Ti 합 의 경우에는 2.0 μg, 

U-Zr 합 의 경우에는 1.43 μg, U-Ni 합 의 경우에는 1.42 μg, U-Nb 합

의 경우에는 0.633 μg
 으로 나타나 U-Zr합 의 산화율이 U-Ti합 의 산화

율보다 양호하 으나, 약 40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U-Zr합 의 산화율이 Ti

을 첨가한 합 보다 오히려 산화율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0 

℃에서의 산화 항성은 U-Nb 합 이 가장 양호하 고, 다음으로 U-Ni, 

U-Ti, U-Zr, U-Hf, U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U-Nb합 의 경우에는 거

의 산화가 진행되지 않는 매우 안정한 합 으로 단된다.

    

Fig. 3.5.19.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5wt% Alloy at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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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0은 250 oC 에서의 산화거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U-Ni 합 의 경

우에는 온도가 200 ℃ 에서 250 ℃ 로 상승하면서 U-Ti 합 보다 산화 항

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U-Nb 합 의 경우에는 200 ℃에서와 마찬

가지로 산화경향에 큰 변화가 없었다. 20시간 시험 후 속우라늄의 무게증

가율은 24.17 μg, U-Hf 합 의 경우에는 18.59 μg, U-Zr 합 의 경우에는 

16.07 μg, U-Ni 합 의 경우에는 12.71 μg, U-Ti 합 의 경우에는 10.33 μg, 

U-Nb 합 의 경우에는 1.89 μg 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산화 경향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됨으로서 200 ℃에서의 산화 항성은 U-Nb, 

U-Ti, U-Ni, U-Zr, U-Hf, U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3.5.20.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5wt% Alloy at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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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1은 300 oC 에서의 산화거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50 oC 시험에

서 보다 U-Zr 합 의 산화경향이 U-Hf 합 보다 오히려 증가되었고, 한 

U-Ni 합 의 경우에도 온도가 상승할수록 U-Ti 합 보다 산화 항성이 감

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체 으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U-Nb합 을 제외

한 합 들의 산화 항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고온에서의 산화 항성은 

안정 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0시간 시험 후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

은 100.93 μg, U-Hf 합 의 경우에는 95.61 μg, U-Zr 합 의 경우에는 84.26 

μg, U-Ni 합 의 경우에는 76.17 μg, U-Ti 합 의 경우에는 54.94 μg, U-Nb 

합 의 경우에는 7.2 μg 으로 나타났다. 300 ℃에서 20시간까지의 기 산화

항성은 U-Nb, U-Ti, U-Ni, U-Hf, U-Zr, U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U-Zr 합 이 고온으로 갈수록 산화 항성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5.21.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5wt% Alloy a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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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험결과에 한 산화이득곡선에 해 기 산화율은 모두 선형

(linear)인 것으로 가정하여 역온도에 한 지수함수의 산화실험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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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henius plot 형태를 U-Nb합 에 하여 구하면 Fig. 3.5.22와 같이 나타나

며, 이 plot으로부터 각각의 시편에 한 산화율  활성화에 지를 다음과 같

이 구하 다.

         

Fig. 3.5.22. Arrhenius plot of U-5wt%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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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metal     : k = 7.0×10
3
 exp (- 16,100

RT )  [wt %/h]

                       Activation Energy = 16.10 [kcal/mol]

       U-5wt%Hf    : k = 4.4×10
3
 exp (- 16,020

RT )  [wt %/h]

                       Activation Energy = 16.02 [kcal/mol]

       U-5wt%Ni    : k = 4.9×10
4
 exp (- 19,090

RT )  [wt %/h]

                       Activation Energy = 19.09 [kcal/mol]

       U-5wt%Zr    : k = 2.4×10
4
 exp (- 18,150

RT )  [wt %/h]

                       Activation Energy = 18.15 [kcal/mol]

       U-5wt%Ti    : k = 1.7×10
4
 exp (- 17,920

RT )  [wt %/h]

                       Activation Energy = 17.92 [kcal/mol]

       U-5wt%Nb    : k = 7.3×10
2
 exp (- 16,130

RT )  [wt %/h]

                       Activation Energy = 16.13 [kcal/mol]

  (2) 속우라늄(5wt% 첨가)합 의 산화율 비교

     각 시편의 산화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200 
oC의 경우 속우라늄보다 Hf

을 첨가한 합 의 산화율이 68%로 어들었고, 250 
oC 온도에서는 68 %, 300 

oC 온도에서는 67 %의 산화율을 나타내었다. U-Hf 합 의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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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제작이력의 차이에 의한 산화율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Hf 재료 자

체의 내열성이 좋은 때문으로 단된다. 한 200 oC의 경우 Ni, Zr, Ti, Nb

를 첨가한 합 의 경우 속우라늄보다 각각 29 %, 39 %, 35 %, 10 %로 나

타났으며, 250 oC 온도에서는 각각 39 %, 48 %, 42 %, 10 %로, 300 oC 온도

에서는 각각 51 %, 57 %, 49 %, 10 %로 나타났다. 각 온도에 한 산화율 

결과를 볼 때 U-Hf 합 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산화율 차이가 크지 않으

며, U-Ni 합 의 경우에는 200 ℃ 부근의 온도구간에서 U-Nb 합  다음으

로 산화 항성이 양호하 다. 다음 Fig. 3.5.23에 구해진 산화속도식을 이용

하여 200 ℃～300 ℃ 까지의 온도 역을 5 ℃ 간격으로 구한 산화율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5.23. Oxidation Rate of U and U-5wt%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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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산화율  활성화에 지는 각각의 실험분 기  시편

의 제작 이력 등 여러 가지 시험조건의 차이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을 것으

로 단되며 자세한 기구에 한 해석을 해서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모의

속 환체 합 에 한 산화거동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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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속우라늄합 의 성분분석  미세조직 시험

    속우라늄합 의 성분분석  미세조직 시험은 학 미경과 JEOL사의 

SEM/WDS  불란서 CAMECA사의 EPMA를 사용하여 면매핑  선분석방법으로 

수행하 다. 시편은 알코올과 증류수로 세척한 후 건조하 으며, 진 마운 하여 연마 

 연삭작업은 실리콘 카바이드 400, 800 그릿  다이아몬드 페이스트 1 μm를 사용

하여 수행하 고, 시편의 조직 찰을 해 질산과 산을 1:1로 혼합한 용액에 Ni, Ti

합 은 약 30 에서 1분 정도, Nb합 은 약 3분 이상 에칭하여 비하 다.

  속우라늄과 U-5wt%Nb, Ti, Ni 합 의 산화시험을 수행하기 ․후의 시편 모습

을 학 미경으로 찰하 으며, 좀 더 미세한 조직을 찰하기 하여 주사 자 미

경을 이용하여 고순도 산소분 기에서 200 ℃로 40시간 시험한 U-5wt%Ni 합 의 단

면조직과 산화막의 구조  U, Ni, 산소성분에 한 선분석 결과를 Fig. 3.5.24에 나타

내었다. 시편 표면에 U양이 고 산소의 양이 많아지며, Ni의 량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Ni보다는 U과 산소의 반응이 이루어져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막이 연속 으로 형성되지 않고 부분 으로 떨어져 나간 형태를 보

여 주어 매우 불안정해 보이나, Ni성분은 비교  matrix에 고르게 분포되어 순수 속

우라늄의 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5.25에 200 ℃로 40시간 시험한 U-5wt%Ti 합 의 단면조직과 산화막의 구조 

 U, Ti, 산소성분에 한 선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U-5Ti 합 의 산화막은 U-5Ni 

합 의 산화막에 비해 비교  안정한 산화막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으나, U과의 고용

성은 낮아서 Ti이 U에 고용되지 않고 방사형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5.26에 200 ℃로 40시간 시험한 U-5wt%Nb합 의 단면조직과 산화막의 구조 

 U, Nb, 산소성분에 한 선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U-5Nb 합 의 산화막은 

U-5Ni, Ti합 의 산화막에 비해 치 하고 안정 으로 형성되며, Nb이 첨가됨으로서 

속우라늄의 산화를 억제해 주는 것으로 단된다.

  Fig. 3.5.27～32에 속우라늄합 의 EPMA를 사용한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내

었는데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편의 일정부분을 정해 10 Point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U에 Ni을 5wt% 첨가한 합 의 경우 약 3.0～6.5wt%로서 실제 첨

가한 량와 상당히 동일한 량이 시편 체에 균일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U-5wt%Ti합 의 경우에는 0.9～28wt%까지 분포를 나타내어 상당히 

불균일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Point 선정시 첨가재료가 집

된 부 에서 시험을 수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한 Ti이 우라늄에 고

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U-5wt%Nb합 의 경우에는 3.0～8.7wt%

까지 분포되어 Ni합 보다는 균일하지 못하지만 속우라늄과의 고용성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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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4. Line Scanning of U-5wt%Ni Alloy, a)U, b)Ni,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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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5. Line Scanning of U-5wt%Ti Alloy, a)U, b)Ti,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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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6. Line Scanning of U-5wt%Nb Alloy, a)U, b)Nb, c)O.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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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7. Microstructure of U-5wt%Ni Alloy.

           

Fig. 3.5.28. EPMA Analysis of U-5wt%Ni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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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9. Microstructure of U-5wt%Ti Alloy.

           

Fig. 3.5.30. EPMA Analysis of U-5wt%Ti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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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1. Microstructure of U-5wt%Nb Alloy.

           

           

Fig. 3.5.32. EPMA Analysis of U-5wt%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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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안정화물질의 속 환체 제조공정 용 타당성 평가

    앞서 안정화후보물질로 선정된 Ni, Ti, Zr, Nb, Hf 등에 한 각각의 재료특성 

분석 자료  DU metal과의 합  고용성 분석, 속 환체의 장기 장 후 재활용 

가능성, 재 수행 인 DU 합 에 한 함량별, 온도별 산화시험 후 결과에 한 

비교 분석을 통해 속 환체 제조공정에 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선정된 안정화

물질이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에 용 타당한 재료인지를 알아보았다.

  평가방법으로는 속우라늄합 에 한 시험을 해 결과를 토 로 속 환체

의 안정화 후보물질을 선정하기 한 합 재료를 순수 속우라늄에 안정화후보물

질 2wt% 첨가한 경우에는 Nb, Ti, Zr의 세가지 합  재료 에서 선정코자 하

으며, 2wt%를 첨가한 속우라늄합 의 고온 산화 항성이 좋은 순서로는 Nb, 

Ti, Zr 이고 속우라늄과의 고용성 측면에서 Nb의 용해 이 우라늄보다 높지만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의 용융온도는 1400 ℃이상에서 1시간이상 유지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라늄과 Nb 2상합 의 상태도에 의한 정  분석결과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속우라늄에 안정화후보물질을 5wt% 첨가한 합 의 경우에는 Nb, Ti, Ni의 세

가지 합 재료가 가장 산화 항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조직 시험결

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속우라늄에 아주 균일하게 고용되는 재료로는 Ni이 

가장 좋으나 고온에서의 산화 항성은 오히려 Ti보다 떨어지는 단 이 있으며, 

Nb는 Ni에 비해 고용은 균일하지 않으나 산화 항성이 뛰어나 모든 온도구간에서 

산화 항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U-Nb합 의 경우 본 연구의 목 인 속 환체의 장 허용온도를 20 %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정화물질로 합할 것으로 단되며, U-Nb합 의 최  함량

범 로는 1wt%～3wt% 범 가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차세 리 종합공정의 연구목 인 기 비 리부피를 1/4로 이는 감용목표

와 재까지의 연구결과[3.5.11-12]를 종합해 볼 때 이 범 의 함량에 따른 최  

안정화 온도를 추가 인 실험을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이런 을 감안하여 Nb 

재료를 안정화물질로 선정하기로 하 고 Ti과 Ni 재료를 후보 안정화물질로 고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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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 환체의 최  장 안정화 방안 도출

 가. U-3wt%Nb 합 의 산화거동

 (1) U-3wt%Nb 합 의 산화거동 분석

     속우라늄의 장 안정성 향상을 해 안정화물질로 선정된 Nb 합

에 하여 온도별, 함량별로 산화거동 시험을 수행하여 속 환체에 한 

최  장온도  함량을 제시코자 U-3wt%Nb 합 을 제조하 으며, 제조

된 시편에 한 산화거동시험은 200, 250  300 ℃ 까지 3단계의 온도구간

에서 수행하 다. Fig. 3.5.33은 200 ℃에서의 산화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3.5.33.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2,3wt%Nb Alloy at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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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속우라늄과 속우라늄에 Nb를 3wt% 첨가한 합 의 산화무게 증

가 거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시간 시험 후 순수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은 

6.21 μg, U-2wt%Nb 합 의 경우에는 0.78 μg으로 나타났다. 한 

U-3wt%Nb합 의 200 ℃에서의 산화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20시간 시험 후 

무게증가율이 0.53 μg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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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순수 속우라늄의 경우보다 U-Nb 합 의 경우에

는 거의 무게증가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매우 안정 인 산화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장 사고시 기 단계의 산화거동에 한 

안정성 확보가 매우 요하므로 시험시간을 48시간으로 짧게 잡아 충분한 

무게증가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산화 안정화물질인 Nb을 첨가한 합 시료

의 200 ℃에서의 산화특성은 순수 속우라늄에 비해 매우 안정 임을 알 수 

있다.

Fig. 3.5.34는 250 oC 에서의 모의 속 환체 합 의 산화거동을 나타내고 있

는데, 20시간 시험 후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은 24.17 μg, U-2wt%Nb 합

의 경우에는 4.95 μg 으로 나타났다. U-2wt%Nb 합 의 경우에는 200℃ 

에서의 산화경향보다 약간 상승하 으나 안정 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마

찬가지로 U-3wt%Nb합 의 250 ℃에서의 산화시험을 수행한 결과도 20시간 

시험 후 무게증가율은 2.04 μg으로 나타났으며, Nb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산

화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5.34.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2,3wt%Nb Alloy at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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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35는 300 oC 에서의 산화거동으로 20시간 시험 후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은 100.93 μg, U-2wt%Nb 합 의 경우에는 34.39 μg 으로 나타났

다. U-2wt%Nb 합 의 경우에도 온도가 상승할수록 산화 항성이 감소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U-3wt%Nb합 의 300 ℃에서의 산화시험을 수행

한 결과도 20시간 시험 후 무게증가율은 9.58 μg으로 나타났다.

    

Fig. 3.5.35.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2,3wt%Nb Alloy a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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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험결과에 한 산화이득곡선에 해 기 산화율은 모두 선형(linear)

인 것으로 가정하여 역온도에 한 지수함수의 산화실험식인 Arrhenius plot 

형태를 구하면 Fig. 3.5.36과 같이 나타나며, 이 plot으로부터 U-3wt%Nb 시

편에 한 산화율  활성화에 지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Fig. 3.5.36. Arrhenius Plot of U-3wt%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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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3wt%Nb   : k = 3.0×10
3
 exp (- 17,620

RT )  [wt %/h]

                        Activation Energy = 17.62 [kcal/mol]

  (2) U-3wt%Nb 합 의 산화율  활성화에 지 비교

     각 시편의 산화시험 결과를 순수 속우라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 

℃의 경우 U-2wt%Nb 합 의 산화 항성은 순수 속우라늄보다 7.96 배로 

나타났으며, 250 ℃ 온도에서는 4.88 배, 300 ℃ 온도에서는 2.93 배로 

U-2wt%Nb 합 의 경우 온도가 상승할수록 산화 항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3wt%Nb 합 의 산화율은 순수 속우라늄보다 200 ℃의 경우 

11.72 배, 250 ℃ 온도에서는 11.84 배, 300 ℃ 온도에서는 10.54 배로 

U-3wt%Nb 합 의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여도 산화 항성은 시험온도 

구간에서 일정하게 나타났다. Fig. 3.5.37에는 순수 속우라늄과 U-2wt%Nb 

합 , U-3wt%Nb 합 에 한 산화율을 구해진 산화속도식을 이용하여 200 

℃～300 ℃ 까지의 온도 역에 해 5 ℃ 간격으로 구한 산화율 증가경향

을 나타내었다.

  Table 3에 각 온도별 산화율을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 나온 결

과들과 이미 수행된 타 연구자들의 결과들[3.5.13～18]의 활성화에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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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속우라늄에 한 활성화에

지는 본 연구에서 나온 순수 속우라늄의 활성화에 지 16.10 kcal/mol은 타연

구자들의 결과보다 비교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U-3wt%Nb 합 의 활성

화에 지 17.62 kcal/mol 은 타 연구자들의 평균치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산화율  활성화에 지는 각각의 실험분 기  시편의 

제작 이력 등 여러 가지 시험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되며 자세한 기구

에 한 해석을 해서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U-Nb 합 에 한 산화거동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3.5.37. Oxidation Rate of U metal and U-2,3wt%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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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3. Weight Gain of U and U-Nb Alloy(After 20h)

Alloy

Weight Gain (μg)

200 oC 250 oC 300 oC

U metal 6.21 24.17 100.93

U-2Nb Alloy 0.78 4.95 34.39

U-3Nb Alloy 0.53 2.04 9.58

    

Table 3.5.4. Comparison of Activation Energy

    Researcher     Temp.(℃)     Materials
 Activation
 Energy
 (kcal/mol)

   McGillivray     40～350     U metal       16.00

   Bennett     50～100     U metal       18.50

   Bennett     100～300     U metal       20.20

   Ritchie     40～300     U metal       18.30

   Baker     98.5～200     U metal       22.50

   Colmenares     117～177     U metal       21.86

   G.S.You     150～340     U metal       14.20

   G.S.You     183～250    U-Nd alloy       18.60

   G.S.You     183～250 U-Nd-Pd alloy       19.90

   Matsui     150～230    U-Zr alloy       23.97

   Rama Rao     350～527    U-Zr alloy       34.80

   G.S.You     200～350    U-Zr alloy       23.34

   J.S.Ju     200～300     U metal       16.10

   J.S.Ju     200～300    U-Nb alloy       18.16

   (This study)     200～300    U-3Nb alloy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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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3wt%Nb 합 의 성분분석  미세조직 시험

     속우라늄합 의 성분분석  미세조직 시험을 해 시편을 진으로 마운트

하여 실리콘 카바이드 400, 800 그릿  다이아몬드 페이스트 1μm를 사용하여 연마 

 연삭작업을 수행하 고, 시편의 조직 찰을 해 질산과 산을 1:1로 혼합한 용

액에 약 3분이상 에칭하여 비하 다.

  Fig. 3.5.38에 U-3wt%Nb 합 의 matrix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P1에서

는 Nb이 5.2wt%, O이 8.4wt%, U이 86.4wt% 분포하 고, P2에서는 3.69, 5.86, 

90.46wt% P3에서는 8.75, 7.52, 85.73wt% P4에서는 Nb이 0.0, O이 2.78, U이 

97.22wt%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Uranium과 Nb과의 고용성은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Fig. 3.5.38. Analysis of Matrix of U-3wt%Nb Alloy.

P1

P2
P3

P4

  Fig. 3.5.39에 산화막의 성분 분석에 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그림의 좌측부분

이 진층으로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진층과의 경계면에서 산화막이 생성되어 

Matrix와 분리가 되고 있으며, P1의 경우 Nb, O, U의 함량이 각각 7.97, 13.11, 

78.93으로 P2는 5.19, 16.1, 78.71로 P3는 5.47, 10.99, 83.55로 P4는 5.36, 12.69, 82.95

로 P5는 5.03, 13.74, 81.23로 P6는 3.28, 4,99, 91.72로 나타나 산화층의 바깥쪽인 P1, 

P2로부터 Matrix 안쪽으로 갈수록 Nb의 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Matrix의 표

면으로부터 Oxygen과의 산화반응으로 Uranium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Nb

의 함량이 높은 부분에서는 Nb 자체의 높은 산화 항성 때문에 U과의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산화막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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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9. Microstructure of U-3wt%Nb Alloy.

P1 P2 P3

P4
P5 P6

 나. U-4wt%Nb 합 의 산화거동

  (1) U-4wt%Nb 합 의 산화거동 분석

     속우라늄의 장 안정성 향상을 해 안정화물질로 선정된 Nb 합

에 하여 온도별, 함량별로 산화거동 시험을 수행하여 속 환체에 한 

최  장온도  함량을 제시코자 U-4wt%Nb 합 을 제조하 으며, 제조

된 시편에 한 산화거동시험은 200, 250  300 ℃ 까지 3단계의 온도구간

에서 수행하 다.

  Fig. 3.5.40～42에 산화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U-Nb합 의 산화 항성이 순수 속우라늄에 비해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U-2wt%Nb합 과 같이 온도가 상승할수록 첨가한 Nb의 함

량이 낮은 합 의 경우에는 산화율 증가 경향이 컸으나 함량이 높은 Nb합

의 경우에는 산화율 증가경향이 억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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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0. Oxidation Behavior of U-2～4wt%Nb(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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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1. Oxidation Behavior of U-2～4wt%Nb(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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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2. Oxidation Behavior of U-2～4wt%Nb(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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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4wt%Nb 합 의 산화율  활성화에 지 비교

     각 시편의 산화시험 결과를 순수 속우라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 

℃의 경우 U-4wt%Nb 합 의 산화 항성은 순수 속우라늄보다 20.14배로 

나타났으며, 250 ℃ 온도에서는 11.15 배, 300 ℃ 온도에서는 6.83 배로 

U-4wt%Nb 합 의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순수 속우라늄에 한 산

화 항성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5.43에는 순수 속우라늄과 U-2wt%Nb 합 , U-3wt%Nb 합 , 

U-4wt%Nb 합 에 한 산화율을 구해진 산화속도식을 이용하여 200 ℃～

300 ℃ 까지의 온도 역에 해 5 ℃ 간격으로 구한 산화율 증가경향을 나

타내었다. 순수 속우라늄의 활성화에 지 16.10 kcal/mol은 타연구자들의 결

과보다 비교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U-4wt%Nb 합 의 활성화에 지 

21.92 kcal/mol 은 타 연구자들의 평균치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산화 항성

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산화율  활성화에 지는 각각의 실험분 기  시

편의 제작 이력 등 여러 가지 시험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되며 자

세한 기구에 한 해석을 해서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U-Nb 합 에 한 

산화거동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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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3. Oxidation Rate of U and U-2～4wt%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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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4wt%Nb 합 의 성분분석  미세조직 시험

     속우라늄합 의 성분분석  미세조직 시험을 해 시편을 진으로 마운

트하여 실리콘 카바이드 400, 800 그릿  다이아몬드 페이스트 1 μm를 사용하여 

연마  연삭작업을 수행하 고, 시편의 조직 찰을 해 U-3wt%Nb 합 과 마찬

가지로 질산과 산을 1:1로 혼합한 용액에 약 3분 이상 에칭하여 비하 다.

  Fig. 3.5.44에 U-4wt%Nb 2,000배 확 한 합 의 matrix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내었는데, P1에서는 Nb이 10.38wt%, U이 89.62wt% 분포하 고, P2에서는 Nb이 

7.29, U이 92.71wt% P3에서는 Nb이 6.22, U이 93.78wt% P4에서는 Nb이 9.58, U

이 90.42wt% P5에서는 Nb이 1.54, U이 98.46wt%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b

이 10.38wt% 분포되어 있는 P1에서는 Nb의 산화 항성으로 인해 산화막의 형성

을 억제하므로서 건 한 표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5.45에 U-4wt%Nb 합 에 한 성분 분석을 해 5,000배로 확 한 산화

막에 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P1의 경우 Nb, O, U의 함량이 각각 9.5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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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4. SEM Photography of U-4wt%Nb Alloy.

72.35으로 P2는 9.41, 16.11, 74.48로 P3는 9.49, 15.38, 75.13로 P4는 10.58, 14.10, 

75.33로 P5는 8.15, 13.36, 78.48로 P6는 6.83, 12.51, 80.65로 나타났다.

  Nb은 산화막 체에 비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Matrix 안

쪽으로 갈수록 Uranium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산화막이 생성되는 

Matrix의 표면으로부터 Oxygen과의 산화반응으로 Uranium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Fig. 3.5.45. Microstructure of U-4wt%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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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U-1wt%Nb 합 의 산화거동

  (1) U-1wt%Nb 합 의 산화거동 분석

   속우라늄의 장 안정성 향상을 해 안정화물질로 선정된 Nb 합 에 

하여 온도별, 함량별로 산화거동 시험을 수행하여 속 환체에 한 최  

장온도  함량을 제시코자 U-1wt%Nb 합 을 제조하 으며, 제조된 시

편에 한 산화거동시험은 200, 250  300 ℃ 까지 3단계의 온도구간에서 

수행하 다.

  Fig. 3.5.46에 200 ℃에서의 산화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20시

간 시험 후 순수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은 6.21 μg, U-1wt%Nb 합 의 경

우에는 2.83 μg, U-2wt%Nb 합 의 경우 0.73 μg, U-3wt%Nb 합 의 경우 

0.53 μg, U-4wt%Nb 합 의 경우에는 0.35 μg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U-1wt%Nb 합 의 경우에는 순수 속우라늄보다 

약 2배 이상의 산화 항성을 보여 순수 속우라늄에 비해 안정 인 산화거

동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장 사고시 기 단계의 

산화거동에 한 안정성 확보가 매우 요하므로 시험시간을 48시간으로 짧

게 잡아 충분한 무게증가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산화 안정화물질인 Nb을 

첨가한 합 시료의 200 ℃에서의 산화특성은 순수 속우라늄에 비해 매우 

안정 임을 알 수 있다.

   

Fig. 3.5.46.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1～4wt%Nb Alloy at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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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47은 250 oC 에서의 순수 속우라늄과 U-Nb합 의 산화거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시간 시험 후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은 24.17 μg, 

U-1wt%Nb 합 의 경우에는 22.28 μg, U-2wt%Nb 합 의 경우 4.95 μg, 

U-3wt%Nb 합 의 경우 2.04 μg, U-4wt%Nb 합 의 경우에는 0.85 μg으로 

나타났다.

  U-1wt%Nb 합 의 경우에는 200 ℃에서의 산화경향보다 250 ℃에서의 산

화경향이 약 7.87배 빠른 산화율 증가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순수 속우

라늄 약 3.89배, U-2,3,4wt%Nb합  각각 6.78배, 3.85배, 2.4배 보다 온도상

승에 따른 산화율 증가경향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Nb을 1wt% 정도로 소량 첨가하 을 경우 비교  온인 200 ℃ 부근에서

는 산화 항성이 양호하 으나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화 항성이 격히 감

소하여 순수 속우라늄의 산화거동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3.5.47.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1～4wt%Nb Alloy at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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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48은 300 
o
C 에서의 순수 속우라늄과 U-Nb합 의 산화거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시간 시험 후 속우라늄의 무게증가율은 100.75 μg, 

U-1wt%Nb 합 의 경우에는 88.78 μg, U-2wt%Nb 합 의 경우 34.31 μg, 

U-3wt%Nb 합 의 경우 9.52 μg, U-4wt%Nb 합 의 경우에는 3.86 μg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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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wt%Nb 합 의 경우에는 250 ℃에서의 산화경향보다 300 ℃에서의 산

화경향이 약 3.98배 빠른 산화율 증가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순수

속우라늄 약 4.17배, U-2,3,4wt%Nb합  각각 6.93배, 4.67배, 4.54배 보다 

U-1wt%Nb 합 의 온도상승에 따른 산화율 증가경향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250 ℃에서 300 ℃로 상승하면서 다른 합 에 비해 산화 항성

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Fig. 3.5.48. Oxidation Behavior of U and U-1～4wt%Nb Alloy a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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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1wt%Nb 합 의 산화율  활성화에 지 비교

     각 시험결과에 한 산화이득곡선에 해 기 산화율은 모두 선형

(linear)인 것으로 가정하여 역온도에 한 지수함수의 산화실험식인 

Arrhenius plot 형태를 구하면 Fig. 3.5.49와 같이 나타나며, 이 plot으로부터 

U-1wt%Nb 시편에 한 산화율  활성화에 지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U-1wt%Nb   : k = 1.3×10
4
 exp (- 17,130

RT )  [wt %/h]

                         Activation Energy = 17.13 [kcal/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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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50에는 순수 속우라늄과 U-1wt%Nb 합 , U-2wt%Nb 합 , 

U-3wt%Nb 합 , U-4wt%Nb 합 에 한 산화율을 구해진 산화속도식을 

이용하여 200 ℃～300 ℃ 까지의 온도 역에 해 5 ℃ 간격으로 구한 산

화율 증가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5.49. Arrhenius plot of U-1wt%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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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속우라늄의 활성화에 지는 16.10 kcal/mol을 나타내었고, 

U-1wt%Nb 합 의 경우에는 17.13 kcal/mol, U-2wt%Nb 합 의 경우에는 

18.68 kcal/mol, U-3wt%Nb 합 의 경우에는 17.62 kcal/mol을 나타내었으

며, U-4wt%Nb 합 의 활성화에 지 21.92 kcal/mol 은 다른 합 의 평균치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산화 항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속 환체 성분의 95 %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속우라늄의 속조직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온도변화에 따른 상변화에 의하여 3가지의 동소체(α,

β,γ우라늄)를 갖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α 우라늄의 경우 단  격자의 각 축

간의 격자상수가 크게 달라 불안정한 비등방성을 띄게 되는데 이러한 비등

방성으로 인해 속 환체의 장 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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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우라늄 합 제조 련 논문들의 분석 결과 Zr, Nb, Ti, Si 등이 포함

된 합 은 산화 항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미국의 LANL 연

구소가 수행한 속우라늄 합 의 산화시험 결과는 핵분열생성물들에도 포

함된 Zr, Mo, Nb, Ti 등의 원소가 첨가될 때 속우라늄의 산화 항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속우라늄에 안정화물질 2wt%를 첨가한 합 의 시험결과 Hf, Ni을 첨가

한 합 은 산화 항성이 감소되고, Zr, Ti, Nb등이 포함된 합 은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Nb를 첨가한 합 의 경우에는 순수 속우라늄에 비해 

약 1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속 환체 최  안정화 

방안 도출에 한 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한 과제의 목표인 

속 환체의 장 허용온도 여유도 증가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

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속 환체에 Nb을 

1.2～1.9wt% 첨가하여 Ingot을 제조하고, 200 ℃ 이하로 장하는 방법을 

속 환체의 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최  조건으로 제안하 다.

   

Fig. 3.5.50. Oxidation Rate of U and U-1～4wt%N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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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 종합공정 실증시설의 안 조치 이행을 하여 

기설계정보를 IAEA에 제출하 으며, 핵물질 격납  이동감시 체계 설계 

요건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ACP 시설의 격납/감시 체계를 설계하 다. 

한 미국 DOS  DOE와의 국제 력을 극 추진하여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와 Pyroprocess 에 한 안 조치성 공동연구를 수행하 고, 장기

인 공동연구 기반 확보를 해 과기부와 미국 DOE간의 제 6차 PCG에 공

동연구 의제를 상정하여 새로운 Action Sheet(#11)에 합의하도록 하 다. 따

라서 차세  종합공정 시설설계정보서 작성  IAEA 신고 분야의 당해 단

계 연구개발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단되며, 본 연구 결과는 향후 

IAEA의 시설부록 취득  미국 원산 사용후핵연료의 재사용을 한 JD 승

인을 획득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NDA 성자 측정법을 기반으로 속 환체  공정시료 내 핵물질  

Pu량을 결정하는 계량 리 시스템을 설계하 고 성자 검출기를 이용한 사

용후핵연료 내 핵물질 측정방법의 비교평가 후 수동형 비 괴 성자 측정 

방법을 시험평가 하 는데 그 측정오차가 ±5 %로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

하 다. 측정오차 ±5 %를 갖는 속 환체  공정시료의 비 괴  핵물질 

측정 방안을 분석하여 단 공정 핵물질 계량방안 도출과 성자  감마선 

검출법을 비교 평가하 다.

  사용후핵연료 내 핵물질 비 괴 측정장치 설계는 MCNP 코드계산을 통해 

계산하여 측정오차 ±5 % 범  내에 검출효율 유지하도록 하 으며 사용후

핵연료 내 핵물질 비 괴 측정 장비를 제작하여 성능 시험결과 설계치 비 

1.78 %의 오차로 일치하 다. 한 속 환체  공정시료의 비 괴 핵물질 

측정장치 설계하여 속 환체  공정시료 내 핵물질 계량 장치의 시제품

을 제작하여 비 성능평가를 성공 으로 수행하 고 비 괴 핵물질 계량장

치 검증을 하여 공정시료의 실시간 핵물질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장치

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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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체에 한 비 괴  핵물질 계량에 해서는 아

직 공인된 기술이 없으므로, 높은 정 도를 요구하는 국제 사찰 기 에 따라 

속핵연료 계량 기술의 국내 개발로 공정 내의 핵물질 분석기술을 자립화

하여, 공정 내 품질체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확  발 시켜 산업

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건식 장을 한 기 연료를 연소도 48 

GWd/tU, 농축도 4.5wt%, 냉각기간 10년인 PWR 사용후핵연료로 선정하

으며, 속 환체의 방사능  발열량 특성을 분석하여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의 질량/방사능 /발열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PWR 사용

후핵연료를 속 환할 경우 방사능  발열량이 사용후핵연료 비 약 1/4

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 련 법규, 해외 

속핵연료 장사례를 분석하여 건식 장시설 안 성 평가를 한 설계요건 

설정하 다.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속 환체 장은 열 달 특성이 우수한 독창

인 장 개념을 제시하 고, 속 환체의 특성상 핵분열물질의 변화에 따라 

연소도 이득을 용하 으며, 열, 구조, 차폐  핵임계 안 성분야에 합한 

후보 장 개념을 도출하 다. 후보 장방식에 한 비안 성평가를 통하여 

건식 장시스템 안 성평가를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으며, 기술성, 안

성  경제성 등을 상호 비교 평가하여 장효율성  안 성 측면에서 이

이 있는 볼트 장방식을 최  장방식으로 선정하 다. 속 환체 장

시 동일 공간 내에 장용량 증 가 가능함으로 장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성만 입증된다면 사용후핵연료 리비용의 

획기 인 감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축 된 건식

장시스템의 안 성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건식 장시스템 안 성평가”에 

한 연구를 한수원(주) 수탁과제로 수행 이며, 향후 국내에서 추진될 사용후

핵연료 간 장시설의 설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목표인 지수실험장치 개발과 실험 으로 성자유효증배계수를 

결정하여 산코드 계산값과 비교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 다. 이는 앞으

로 연소도 이득 용 핵임계도 분석에 정 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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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환체의 안정화 해요인 분석  열 /구조  안정화 후보물질을  

선정키 해 속우라늄의 물성 분석, 일반 속의 산화특성  산화물의 구

조 분석, 속우라늄과의 2상합  상태도에 의한 고용성  열 도성 분석, 

ORIGEN-S code 계산을 통해 속 형태로 존재하는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특성을 분석하 다. 한 속 환체의 열 /구조  안정화 후보물질 조사를 

해 속우라늄  속우라늄 합 에 한 산화특성을 조사하여 내 산화

성 안정화 후보물질로 Nb, Ti, Ni, Zr, Hf을 선정하 다.

  속 환체의 안정화물질 선정  타당성 평가방법의 객  신뢰를 해 

미국 LANL, ANL 등의 속우라늄 합 제조 련 논문들의 분석 결과 Zr, 

Nb, Ti, Si 등이 포함된 합 은 산화 항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

히 미국의 LANL 연구소가 수행한 속우라늄 합 의 산화시험 결과는 핵분

열생성물들에도 포함된 Zr, Mo, Nb, Ti 등의 원소가 첨가될 때 속우라늄

의 산화 항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

로 하여 선정된 안정화후보물질 5종에 한 산화거동시험 결과 Nb을 최  

안정화물질로 선정하 고, Nb에 한 U-Nb합 을 제조하여 시험함으로서 

속 환체의 최  안정화 온도  함량범 를 도출하 다.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 산화 안정화 방안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속

환 공정물질의 물리 /화학  특성분석  미세구조 분석 등 재료 특성분

야 연구를 수행한다면 향후 차세 리 종합공정에서 발생되는 속 환 공

정물질 반에 한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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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 구 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설 감시 시스템, 계량 리 방안 등은 향후 IAEA로

부터 시설부록을 취득하는데 활용할 정이며, 안 조치성 평가는 미국으로

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사용을 한 JD 승인을 하여 활용될 정이다.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 핵물질측정장치 개발은 유사 핵연료주기 공

정의 안 조치  QC/QA  등의 기술에 용 가능하며 사용후핵연료 내 핵물

질 측정장치 제작  성능시험은 사용후핵연료 형태의 시료를 한 NDA  장

치를 개발 완료하여, LANL  문가의 자문에 의한 cold test를 통해 IAEA  인

증을 받도록 하며, 차세 리공정의 feed material로 반입되는 사용후핵연료

의 계량 리에 활용할 것이다. 동 과제에서 개발된 시험 장치  설비는 국

내외 핵연료 제조 공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기술개발에 계속 으로 활

용될 수 있으며, 한 원자력 개도국을 상으로 기술 수출도 기 할 수 있

다. 사용후핵연료 내 핵물질 측정장치 제작  성능시험은사용후핵연료 형태

의 시료를 한 NDA 장치를 개발 완료하여, LANL 문가의 자문에 의한 

cold test를 통해 IAEA 인증을 받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계량 리에 활

용할 것이다.

  속 환체의 발열량  방사능 특성분석은 장안 성 평가  최 장 

방식 개념설정을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한, 향후 속핵연료의 

일종인 연구용 원자로  액체 속로 사용후핵연료의 장연구 등의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속 환체의 장 안 성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건식 장방식 개념설계  안 성평가 기술은 PWR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시설 안 성평가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 발 소내 사용후핵

연료 건식 장 시설의 구조  열분야 안 성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속

환체의 장안 성 연구에서 획득한 연소도 이득 용 핵임계 안 성 평가 기술은 

장효율 증 에 따른 경제성 이득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평가기술은 사용후핵연

료의 수송, 장 는 처분의 안 성평가에 용량 증 에 직  활용이 가능하다. 

속 환체의 장안 성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속 환체의 

장 는 처분이 실용화될 경우 직  활용이 가능하며, 재 한수원 수탁과

제로 PWR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이다. 특히, 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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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스템 설계시 연소도 이득을 고려한 핵임계해석을 용할 경우 핵연료

를 집 장 할 수 있으므로 장시스템 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수실험장치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성자유효

증배계수의 측정에 활용가능함을 보 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용

후핵연료 집합체에 용할 계획이다. 

  속 환체에 한 재료  측면의 안정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기 공정에 

비해 과제의 목표인 속 환체의 장 허용온도 여유도 증가에 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 되며, 한 속 환체의 산화 항성을 향상시켜 월등한 

안 성 확보로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장 안 성 측면에서는 속 환체만 고려하더라도 기존 공정에 비해 약 

20% 이상의 경제성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나,  단계에서의 

후속 처리 공정의 이용성 증 차원에서는 차세 리공정의 실증시험을 

해 계속 으로 독립 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차세 리공정에서 생산되는 

공정물질 반에 걸친 재료특성 분석을 통해 추후 Active 공정에서의 속

환 공정물질에 한 괴분석을 해 재까지의 물리 /화학  특성 분석 

자료  속 환체 Ingot의 산화특성 평가 자료 등을 실증시험  인허가 

획득의 기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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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 구 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안 조치성 평가를 하여 2000년에 발간된 IAEA보고서인 “International 

Target Values 2000 for Measurement Uncertainties in Safeguarding 

Nuclear Materials”가 참고되었으며, pyroprocessing 련 안 조치 특성  

향후 연구개발 항목 도출을 하여 LANL 보고서인 “Proliferation 

Resistance for AFCI (LA-UR-03-0501)”와 “Safeguards for Reprocessing 

(LA-UR-02-5726)”를 참조하 다.

  핵물질 안 조치기술개발을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Cm-boy

의 기술정보서인 " 성자검출법에 의한 핵물질 보장조치기술", 

KAERI/OT-295/96 (1996)의 이론  실험자료를 분석하 으며, LANL연구소의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 다. 한 상용화한 CANBERRA사(http:/ 

/www.canberra.com)와 EG&G Ortec사(http://www.ortec-online .com) 장비의 기술

정보를 확보하여 기술의 타당성을 분석하 다.

  속 환체 장안 성 연구 련 해외 자료로는 미국의 Holtec Int'l사에

서 개발한 HI-STAR 100 속용기 설계  인허가 자료, 일본의 CRIEPI에

서 개발하고 있는 콘크리트 장용기 설계  실험자료, 국의 Gec- 

Alsthom에서 PWR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용으로 제안하 던 볼트 장방식 

기본 설계자료, Alstec에서 개발하고 있는 볼트 장방식의 개념 설계자료 

등을 확보하여 속용기  볼트방식에 한 속 환체 건식 장 개념설정 

자료로 활용하 다. 건식 장 련 기술기 은 10 CFR 72, ANSI/ANS 57.9, 

IAEA Safety Series No. 116  NUREG-1567의 기술기 을 참고하 다. 

1996년에 발행된 Containment Analysis (NUREG/CR-6487), NRC에서 발행

한 Interim Staff Guidance-5(Rev 1), Interim Staff Guidance-18 등의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하여 격납 평가의 지침서로 활용하 다.

  일본 JAERI에서 지수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Suzaki 박사를 청하여 기술

의과정에서 련 정보를 얻었고, ICNC2003 학회 참석시 Suzaki 박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일본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수실험 황  련 기술에 한 

정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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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환체 장 안정화 방안 연구와 련하여 미국 LANL Scientific Lab

의 속우라늄합 의 산화시험 자료, JAERI의 산화시험 자료, 미국 Sandia 

National Lab의 속우라늄 산화시험 결과 자료  ANL, Journal of 

Nuclear Materials의 련논문 분석 결과를 속우라늄합 에 한 해요인 

분석, 속우라늄에 첨가할 산화안정화물질 선정  산화거동 특성, 미세구

조 분석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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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SHEET 11

Betwee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DOE)
for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guards System 
for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

1. Introduction

Under Article 3 of the Arrangement between DOE and MOST Concer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Nuclear Material Control, Accountancy, 
Verification, Physical Protection and Advanced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Technologies for International safeguards Applications, dated September 19, 
1994, DOE/LANL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and 
MOST/KAERI(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cooperate o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guards system for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

2. Technical Scope of Work

The scope of this Action Sheet includes the joint work in evaluation of 
safeguardabilit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systems and development of materials control and accounting 
(MC&A) system for the ACP facility employed a lithium reduction process 
of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3. Program Management

This work is to be carried out by the LANL and KAERI. The work scope 
and activities to be done are identified in Appendix 1. Appendix 2 identifies 
key personnel working on this project. Appendix 1 and 2 shall be reviewed 
annually and updated as appropriate.

LANL and KAERI shall work directly with each other in planning tasks and 
resolving programmatic and technical questions. Project work plans will be 
prepared with projected milestones for each phase of the work. brief 
semi-annual reports shall be prepared and circulated to DOE and MOST. 
LANL and KAERI shall prepare and present written and oral reports at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ordinating Group (P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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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scal Mana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all costs associated with the work described in 

this Action Shee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that incurs 

them. The ability of the parties to carry out their obligations is subject 

to the appropriation of funds by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uthority 

and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he Parties.

5. Duration and Termination

This Action Shee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later date of signature 

and shall continue in force for 3 years or until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that all activities under this Action Sheet are completed.

6. Appro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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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SHEET 11
Appendix 1

1. STUDY OUTLINE

This study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safeguardability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the development of a safeguards system for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 employed a lithium reduction 
process or electrochemical reduction process. The activities include analyses 
of safeguardability and proliferation resistance of the ACP, and 
development of NDA system and a computerized material accounting 
system for the laboratory-scaled ACP facility which is scheduled to be 
operated by KAERI by the year 2005. Because the ACP facility will be 
under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inspection, the results of this work will derive and improve knowledge and 
technology on nuclear material control, accountancy, and verification to 
ensure efficient and effective safeguards as required by IAEA.

A. Safeguards technical exchanges
  ✧Semi-annual reports
  ✧Discussion at technical meetings and annual PCG Meeting
B. Evaluation of Safeguardability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Facility
  ✧Description of the ACP Facility and its material flow
  ✧Safeguards-relevant features of the ACP
  ✧The most promising safeguards approaches of the ACP facility
  ✧Diversion scenarios and strategies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to detect diversion
  ✧Material accounting and verification (rough MUF and LEMUF 
evaluations)
  ✧Integrated evaluation of safeguardability of the ACP facility
C. Development of a NDA system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in 
the ACP Facility
  ✧Recommendation of a NDA system for ACP safeguarding
  ✧Design of the proposed NDA system for laboratory-scaled ACP facility
  ✧Manufacture of the NDA system
  ✧Calibr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the NDA system
  ✧Estimation of measurement error of the NDA system
D. Preparation of MC&A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IAEA safeguard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and its integration with the 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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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evaluation of near-real time accounting(NRTA) including MUF 
analysis

2. ACTIVITIES

KAERI and LANL will develop the following research activities with the 
lead of each party.

A. Safeguards Technical Exchanges
  ✧KAERI and LANL exchange semi-annual progress reports and discuss 
technical progress at technical meetings in support of the work and annual 
PCG meetings
  ✧KAERI and LANL exchange visiting scientists as appropriate
B. Evaluation of Safeguardability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Facility
  ✧KAERI provides process description and material flow of the ACP to 
LANL
  ✧LANL recommends the most promising safeguards approaches of the 
ACP facility to KAERI
  ✧LANL leads the evaluation of safeguardability of hte ACP facility and 
KAERI supports its work
  ✧KAERI experts visit to LANL as visiting scientists for supporting this 
study

C. Development of a NDA system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at 
the ACP Facility
  ✧LANL recommends an appropriate NDA system for nuclear material 
measurement at a labscaled ACP facility
  ✧LANL designs the proposed NDA system and provides the design data 
including MCNP input sheet for KAERI
  ✧KAERI experts visit to LANL as visiting scientists for training
  ✧KAERI manufactures the NDA system and consults with LANL
  ✧KAERI and LANL test jointly the performance of the NDA system
  ✧KAERI and LANL jointly evaluate the measurement error of the NDA 
system

D. Preparation of MC&A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IAEA safeguards
  ✧KAERI채ㅜ녀ㄴ with IAEA about th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and its integration with the NDA system
  ✧KAERI and LANL cooperate on system evaluation of near-real time 
accounting including MU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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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HEDULE*

*The schedule is subject to adjustment per direction from DOE and 
MOST, and based on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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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The annals are according to calenda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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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FUNDING

KAERI and LANL shall maintain a periodical contact through the 
designated project manager to exchange th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budget allocation for each topic in their specific work schedule and to 
review the progress of each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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